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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on effect of working time and physical work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and is based on a representative survey carried out in the 15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in 2,000 on behalf
of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by Infratest Burke
Sozialforschung and a consortium of national fieldwork institutes. In the course of the survey, a total of 21,703
people drawn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in the 15 countries were questioned about their working
time, overtime, weekend work, physical work environment, social support of supervisor and co-worker and job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and subgroup analysi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es. It was found
that weekend work, overtime and physical work environment associate negatively with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of supervisor and co-worker moderated only relation between working time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provide support for prior quantitative studies partly.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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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목적.Ⅰ

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국의 유럽경제공동체로 출발한 는 년의 관세동맹1957 , , , 3 EU 68 ,

년의 공동시장 년의 경제통화동맹을 이루면서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까지 포함하는 억 천만 명93 , 98 , 4 5

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합중국을.

향해 완전한 통합 즉 완전한 정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는 현재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 EU ,

선진국 시장 중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높은 시장이다 년 한국의 대 수출은 억달러로 전년. 2004 EU 378

대비 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증가율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년 월52% , 31% , 2005 1 ~6

월에도 평균 16%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 년 이후 년 까지 한국기업의 유. 1968 2003

럽지역 투자는 건 억 천만 달러로 아시아 북미에 이어 세 번째로 주요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809 , 71 9 , .

표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상반기< 1> (1968-2003 )
단위 건 천 달러( : , 1 )

지 역 투자건수 비율( ) 투자금액 비율( )

아시아 12,141 67.2% 16,921,488 40.1%

중동 96 0.5% 801,614 1.9%

북미 3,758 20.8% 12,239,255 29.0%

중남미 516 2.9% 3,362,452 8.0%

유럽 809 4.5% 7,192,067 17.0%

아프리카 142 0.8% 729,368 1.7%

대양주 606 3.4% 947,656 2.2%

전체 18,068 100.0% 42,193,900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또한 년 동유럽 국가의 가입으로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은 더욱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2004 EU

다 이에 회원국 기업의 근로환경과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현황은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 EU

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년 이 최초로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직무만족은 오랫동안 경영학의 주요1935 Hoppock

연구대상이었다 특히 지난 년대 경우 인간관계학파의 학자들은 직무만족이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 1950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는 높은 성과창출의지를 보일 것이. ,

며 또한 자발적 이직과 결근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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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주요 연구방향은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직.(Fischer, 1991)

무만족의 개념화였다.

그러나 년대와 년대 직무만족과 성과행동 간에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로 인해50 60

기존에 인간관계학파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가설은 연구대상에서 급속히 사라져 갔다 년대 독일을. 1970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촉‘ ’

진제가 되었으며 표준화된 직무만족 척도 개발을 통해 개념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Volpert & Großkurth, 1975; Euler, 1977; Walter-Bush, 1977; Wiswede & Wiendieck, 1984; Neuberger,

이후 직무만족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1985) .

기존의 연구들은 직무특성 감독스타일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 급여수준 직무불안정 등과 함께 근, , , ,

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장내의 객관적인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환경과 직무만족간 관계에 대해 는 요인 이론 을 제안하면서 직무. Herzberg 2 (two-factor theory)

불만족의 감소요인으로서 작업환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

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직무불만족이 높아지게 되어 동기부여 되지 않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요인이론에 의하면 직무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동기요인이며 작업환경과 같은 위생. 2 ,

요인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직무만족 향상보다는 직무불만족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은 작업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고 있다

작업환경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주,

장들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근로자들을. 15

대상으로 그들의 근로조건과 직무만족 간 직접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

러 근무강도 및 작업환경과 같은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사회적 지원상사 지(

원 동료 지원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도출.Ⅱ

직무만족의 개념1.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행동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조직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공헌을 하려는 조직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직무에 무관심하거나 불만을 느끼고 조,

직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을 하려는 조직구성원도 있다 전자의 경우 조직의 직무환경에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게 되어 조직의 성과나 유효성 제고에 기여를 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 조직의 부정적인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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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게 되어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태도나 반 조직적 행동을 된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직무만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는 오랜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는, .

전문 학술지에 직무만족과 관련된 수 천여 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Spector, 1996).

직무만족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관점과 조직의 관점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도주의적 관점 에 따르면 인간은 공정한 대우를. (humanitarian perspective) ,

받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무만족은 선의의 처우를 반영하는 것이.

며 또한 정서적인 웰빙 또는 심리적인 건강의 지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공리주의적, . ,

관점 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행동(utilitarian perspective)

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직무만족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구성원. , ,

들의 감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줌으로써 조직 내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구성,

원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

무만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적 정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

의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연구자들 마다 각자의 상이한 이론.

적 관점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 기존의 연구자들이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는 직무만족은 각 개인의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으로 모든 좋고 나쁨의 총Smith(1955)

화 또는 이러한 좋고 나쁨을 인식하는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밖에도.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상황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또는 심리적조건(Brown, Berrien & Russel, 1966),

자기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평가하거나 직무 그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쾌함이나 혹은 긍정적인

감정상태 근로자 개인의 직무경험에서 얻은 느낌과 감정의 합 조직구성원(Locke, 1976), (Richter, 1985),

들의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결합 직무요소 개인특성 및 직무 외 인간관계에, , (Hoppock, 1977), ,

대한 전반적인 태도 작업 상황에 대한 인지평가적인 태도 조직(Blum & Naylor, 1968). (Neuberger, 1976),

및 직무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정도 근로자가 그의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느(Dewer & Werbel, 1979),

낌 혹은 정서적 반응 근로자가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로서 그의 직무(Smith et al., 1979),

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명쾌한 감정상태 라고 정의하는 등 학자들 마다 다(Beatty & Schneir, 1977)

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직. ,

무만족을 고용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심리상태로 보는 견해와 임금 동료와의 관계 등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단순한 심리상태를 강조한 반면 후자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기대수준과 요구간,

의 비교과정을 통한 직무상황의 평가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전자의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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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후자의 견해를 주장한 학Smith(1955), Brown, Berrien & Russel(1966), Locke(1976), Richter(1985) ,

자들로는 와 등이다Blum & Naylor(1968) Neuberger(1976), Beatty & Schneir(1977) .

이상과 같이 직무만족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와 조직에 대

한 평가에 반영된 애정적 반응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무강도 및 물리적 작업조건과 직무만족과의 관계2.
근무시간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이며 이는 근로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진하. , ,

게 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되고 또한 근로자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충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박경, .(

규 그리고 물리적 작업조건 역시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 지, 2006) ,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작업조건이 열악할 경우 근로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 저하와,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직무만족의 결정요인 중 근무강도와 작업조건 같은 직무환경과 관련된 연구로는 의 동기 위Herzberg

생이론 을 들 수 있다(motivator-hygiene theory) .

동기위생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상호 독립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욕구범주가 있는데 이들이

인간의 행동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느끼면 환경.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환경보다는 직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가 제시한 위생요인은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기능Herzberg

을 담당한다 그리고 동기요인은 직무를 중시하는 것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우수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용한 요인이다.

위생요인의 특성으로는 조직의 정책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등의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 , , , 5

러한 제 변수 중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이 불만스러울 경우 일반적으로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즉. ,

위생요인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또는 환경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개선할

경우 불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만,

족이 없어지거나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뿐이며 만족감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으며 조직구성원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가 제시한 동기요인은 직무상의 성취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내용 자체 책임 승진 또Herzberg , , , ,

는 발전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동기요인은 사람이 하는 직무와 사람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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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직무수행과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된다.

이외에 직무만족의 원인을 다룬 연구들에는 과Herzberg Freidlander(1964), Vroom(1964), Hackman

와 와Oldham(1975), Locke(1976), Porter Steers(1983), Jorgenson, Hunnette Prichard(1986), Fournet, Distefano

와 등이 있다Pryer(1996) .

는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크게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본질적 작업측면 그리고 발전을Friedlander(1964) , ,

통한 안정 등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은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기회 작업시3 , Vroom(1964) , , , , ,

간으로 구분하였다.

과 은 직무는 다섯 가지의 핵심차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능다양성Hackman Oldham(1975) . , ①

많은 수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요구하는 정도 과업정체성 전체적이고(skill variety): , (task identity): ,②

동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한 작업부분의 완성을 요하는 정도 과업중요성 직무, (task significance):③

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영향의 정도 자율성 작업장 작업중단 그, (autonomy): , ,④

리고 과업할당과 같은 의사결정에서 자유 독립성 재량이 주어지는 정도 과업피드백, , , (task feedback):⑤

성과의 효율성에 대한 명료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그것이다.

직무는 이들 핵심차원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설계하면 세,

개의 중요한 심리적 상태가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난다고 한다 첫째로는 작업의 경험적 의미부여.

로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experienced meaning- fulness of work) , ,

다 둘째는 작업성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 으로 존재하는 자. (experienced responsibility for work outcomes)

율성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세 번째로는 작업활동 결과에 대한 인식, (knowledge of results of work

activities 으로 존재하는 피드백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이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 .

하게 되면 작업동기와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작업의 질과 참여와 같은 행동 산출도 개선된다고 하였다, .

이밖에도 는 직무자체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 작업조건 감독동료 회사의 경영방침Locke(1976) , , , , , , ,

작업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Schuler(1980)

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나누었으며 개인차원은 개개인의 욕구와 가치 능력 경험 개성으로, , , ,

구분하였으며 조직차원에서는 역할 성격 직무 성격 리더십 조직구조 작업환경 개인상호 간의 환경, , , , , ,

으로 분류하였다.

과 그의 동료들 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작업환경요인 개인요인역할갈등Gibson (1982) , ( ,

역할모호성 작업과다 책임감 경력개발승진 대인관계 집단요인동료 부하 상사의 지원 그리고 조, , , ( ) ), ( , , )

직요인의사결정 참여의 기회 조직구조 조직방침의 명확성의 네 가지로 나누고 조절변수로 개인차를( , , )

두고 있다.

와 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전체 작업환경 직무내용 그리고 개Porter Steers(1983) , , ,

인적 특성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급여와 승진기회 회사정책과 절차 조직구조를 조직전체 요인으로, , ,

보았고 감독유형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집단규모 동료작업자와의 관계를 작업환경요인으로 직무범위, , , , , ,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직무내용 요인으로 끝으로 연령과 근속 퍼스낼리티 등을 개인적 특성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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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와 는 발전승진의 기회 부가급부휴가 연금 보험 질병수당 등Jorgenson, Hunnette Prichard(1986) ( ), ( , , , ),

사회그 사회에서 작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 동료유쾌하고 마음에 맞는 동료 시간적절( ), ( ), (

한 작업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적절한 일 작업시간 주 작업시간 임금고소득 안전안전한 작업, , ), ( ), ( ),

감독사려 깊고 공정한 감독 작업유형흥미 있고 관심 있는 작업 작업조건안락 청결 소음 냄새( ), ( ), ( , , , ,

온도 냉방 등등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

와 는 직무만족 요소를 개별 요인의 특성 개인별차 연령 교육과 지적Fournet, Distefano Pryer(1996) ( , ,

능력 성별 직업수준과 직무의 특성조직과 경영방침 상사 사회학적 환경 의사소통 안전 독립성, , ) ( , , , , , ,

임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직무만족의 결과는 업무수행 결근 이직과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 .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근무강도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1 : (-) .

가설 부정적인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2 : (-) .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3.
조직 내의 대인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

써 완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 중에 특히 상사와 동료가 보여주는 사회적.

지원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glass & Burke, 1988; Russel

et al., 1987).

조직 내에서 상사와 부하는 서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상사가 부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유용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상사의 사회적 지원 이(Social support)

다 사회적 지원이란 어떤 개인이 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지원의. ,

정도라고 폭넓게 정의된다 최근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의 여러 가지 차원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존중감 신뢰 배려 경청 등 평가적의견이나 행동에 확신을, ( , , , ), (

주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 정보적충고 제안 방향제시 등 도구적 지원금전 시간 노력등의, ), ( , , ), ( , , )

네가지 차원으로 규정한 의 분류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 상사의 지원House(1981) .

은 부하에 대한 상사의 인간관계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후원적으로 행

동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복지를 주선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 .

동료는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로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료는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구성. (Earn, 1999)

원들의 조직적응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연구들이 있다(Van Maane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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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최근 들어 팀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료의 지원은 직장 생활의 질을Hodson(1997) ,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동료는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리,

더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작업집단 내에서 동료와의 대인관계의 질은 조직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데 구성원이 작업단위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는 정도 우호적 관계 동료 구성원의 지원정도가 동료관계의 질을 형성한다, , .

와 은 작업집단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의 질은 개인 및 조직건강에Cooper Marshall(1978)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동료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하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

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작업시간의 손실 정도 대인관계에 따른 과업완성의 촉진정도나 방해정도 자, ,

신과 동료 간에 불충분한 지원이나 협력의 정도 직무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타인,

에게 누설되지 않는 정도 경쟁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 간에 발생하는 갈등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Matterson & Ivancevich, 1982).

그리고 과 은 동료가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며Walton Hackman(1986)

현대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동료들이 구성원.

들의 직무만족 신경쇠약 및 자아감 상실(Hurlbert,1991 Hodson, 1997; Schaubroeck & Cotton, 1989), (Leiter

직무스트레스 동기부여 이직의도& Maslach, 1988), (Allan, 1978), (Machungwa & Schmitt, 1983), (Cox,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1999; Allen, 1996; Schaubroeck & Cotton, 1989), (Schnake, 1991), (Leiter &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고 있다Maslach, 1988) .

또한 초과근무 시간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원이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을 줄

여주어 근로자의 직무만족의 감소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근로강도 및 작업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사의 지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3 : .

가설 근로강도 및 작업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동료의 지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4 : .

조사방법.Ⅲ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방법1.
본 연구는 삶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에서 개 회원국의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Working Conditions) EU 15 21, 703

여 분석을 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지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간 개 회원국. 2000 3 1 4 30 2 EU 15

1) 삶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에서는 지난 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조건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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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호별 방문 인터뷰를 실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1500 2).

조사대상은 세 이상의 남녀였으며 그 중 퇴직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15 , , , , ,

다 각 국별 설문 참가인원과 기간 설문응답률 총 경제활동 인구수는 아래의 표 과 같다. , , < 1> .

표 국가별 응답자수 및 응답률< 1>

국가 응답자 수 응답률(%)
총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 )

벨기에 1523 56 3,827

덴마크 1506 42 2672

독일 1540 76 35,298

그리스 1500 47 3,853

스페인 1500 73 12,706

프랑스 1502 74 22,160

아일랜드 1502 58 1,376

이태리 1500 39 20,301

룩셈부르크 1502 68 168

네덜란드 1516 41 7,187

포르투갈 1502 67 4,525

영국 1514 68 26,610

오스트리아 1526 56 3,611

스웨덴 1574 58 3,195

핀란드 1496 56 2,117

변수의 조작적 정의2.
근로강도1)

근로강도를 구성하는 변수는 개로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무횟수 휴일근무횟수 등이다 주당근로시3 , , , .

간은 근로자가 주일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동안 통상적으1 ,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현황 및 측정도구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
(http://www.eurofound.eu.int)

2)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는 독일 대학교의 교수 연구팀에서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Flensburg Wenzel Matiaske
자들이 국내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는 년에 실시한 동일 설문조사 데이터를. 2005
바탕으로 추후 독일측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할 한독비교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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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무하는 시간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초과근무횟수는 오후 시부터 저녁 시 사이에 적어도. 6 10

시간 이상을 근무한 날짜를 적도록 하였는데 단 기간은 월 단위이다 즉 한 달 동안 정규 근무 시간2 , .

이후에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몇 번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초과근무횟수로 사용하였다 휴일근무횟2 .

수는 역시 월 단위로 측정하였는데 한 달 동안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가 몇 번인가를 파악하였다, .

작업환경2)

작업환경을 구성하는 변수는 모두 가지로서 진동 소음 고온 호흡곤란 위험물질 취급 등이다 진5 , , , , .

동이란 기계나 도구의 흔들림이 있는 작업조건인지를 측정하였으며 소음은 작업중에 다른 사람과 대,

화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고온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숨이 가쁠 정도로 기온이.

높은가를 물었으며 호흡곤란은 냄새나 먼지 기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숨을 헐떡이는 정도를 말하, ,

며 마지막으로 위험물질 취급은 제품이나 원재료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측정하였다, .

직무만족3)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주로 직무환경에 대한 만,

족으로 보고 점 척도의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4 .

사회적 지원4)

사회적 지원이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 동료나 상사 혹은 조직적 지원의 정,

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동료의 지원과 상사의 지원으로 설정하고 동료 및 상,

사의 지원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 ‘ ’ .

연구결과.Ⅳ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제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과 근무강도 및, < 2> . < 2>

직무만족과 작업환경간 부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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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주당근

무시간

초과근무

횟수 월/

휴일근무

횟수 월/
진동 소음 고온

호흡

곤란

위험물

질 취급

직무

만족

주당근무시간 -

초과근무횟수월/ .262** -

휴일근무횟수월/ .152** .418** -

진동 .128** .033** -.008 -

소음 .090** .055** .037** .587** -

고온 .054** .095** .125** .362** .427** -

호흡곤란 .107** .081** .055** .462** .488** .409** -

위험물질 취급 .069** .075** .065** .374** .349** .321** .561** -

직무만족 -.055** -.089** -.060** -.135** -.153** -.161** -.178** -.142** -

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

근무강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1

다 본 연구가 다양한 유럽 국가의 근로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 차이의 외생변수 효과.

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을 통. ,

제변수로 설정한 뒤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한 근무강도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단계, 2

회귀식으로 검증하였다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단계에서는. 1 , 2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들간의 관계에서 근무강도를 추가하여 각 회귀식에서의 계수값과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 3> .

종속변수 직무만족:

모형
모델 1 모델 2

β t β t

통제변수:

Dummy1

Dummy2

Dummy3

Dummy4

Dummy5

Dummy6

Dummy7

.316**

-.076**

-.445**

-.252**

-.192**

.202**

-.185**

12.472

-3.019

-17.340

-10.000

-7.604

8.002

-7.482

.107**

-.029**

-.142**

-.084**

-.065**

.071**

-.067**

12.337

-3.304

-16.167

-9.492

-7.512

8.179

-7.588

표 근무강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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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무시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표준회귀계수 값 이< 3> ( ) -.003β

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초과근무횟수와 휴일근무횟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각각의 표,

준회귀계수 값 이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는 초과근무횟수가 많은( ) -.017(p<.05), -.045(p<.01) .β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휴일근무횟수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

다음으로 작업환경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의 검증을 위하여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2

고 작업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 < 4> .

Dummy8

Dummy9

Dummy10

Dummy11

Dummy12

Dummy13

Dummy14

Dummy15

연령

성별

근무시간

초과근무횟수

휴일근무횟수

-.018

.179**

-.264**

.085*

.070*

-.069**

-.015

-.216**

.101**

.043**

-.437

7.110

-10.547

3.411

2.757

-2.789

-.604

-4.759

3.775

4.388

-.004

.060**

-.093**

.031**

.023*

-.022

-.002**

-.032**

.026**

.026**

-.003

-.017*

-.045**

-.527

6.952

-10.598

3.609

2.670

-2.552

-.271

-4.556

3.997

3.664

-.385

-2.138

-6.154

R2 = .074

F = 100.314**

R2 = .077

R2 = .003Δ

F = 22.186**Δ

주 는 는 을 의미함1) * p < .05, ** p < .01 .
변수의 설정은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기준더미변수 벨기에2) Dummy . ( : )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Dummy 1 : , Dummy 2 : , Dummy 3 : , Dummy 4 : ,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Dummy 5 : , Dummy 6 : , Dummy 7 : , Dummy 8 :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Dummy 9 : , Dummy 10 : , Dummy 11 : , Dummy 12 :
스웨덴 핀란드 기타 국가Dummy 13 : , Dummy 14 : , Dummy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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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직무만족:

모형
모델 1 모델 2

β t β t

통제변수:

Dummy1

Dummy2

Dummy3

Dummy4

Dummy5

Dummy6

Dummy7

Dummy8

Dummy9

Dummy10

Dummy11

Dummy12

Dummy13

Dummy14

Dummy15

연령

성별

진동

소음

고온

호흡곤란

위험물질 취급

.108**

-.024**

-.153**

-.087**

-.066**

.068**

-.066**

-.003

.061**

-.093**

.028**

.024**

-.025**

-.006

-.034**

.022**

.029**

12.513

-2.799

-17.728

-10.160

-7.678

7.996

-7.623

-.421

7.113

-10.697

3.220

2.775

-2.858

-.659

-4.924

3.409

4.431

.107**

-.024**

-.130**

-.079**

-.058**

.076**

-.073**

-.003

.065**

-.088**

.036**

.022**

-.020**

.013

-.027**

.019**

-.012

.002

-.072**

-.080**

-.063**

-.048**

12.611

-2.840

-15.269

-9.329

-6.852

9.075

-8.548

-.449

7.685

-10.366

4.270

2.569

-2.367

1.506

-4.015

2.900

-1.860

.202

-8.347

-10.787

-7.278

-6.124

R2 = .074

F = 102.280

R2 = .111

R2 = .037Δ

F = 178.228**Δ

주 는 는 을 의미함1) * p < .05, ** p < .01 .
변수의 설정은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기준더미변수 벨기에2) Dummy . ( : )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Dummy 1 : , Dummy 2 : , Dummy 3 : , Dummy 4 : ,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Dummy 5 : , Dummy 6 : , Dummy 7 : , Dummy 8 :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Dummy 9 : , Dummy 10 : , Dummy 11 : , Dummy 12 :
스웨덴 핀란드 기타 국가Dummy 13 : , Dummy 14 : , Dummy 15 :

표 작업환경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

국가와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에 대( , ) ,

해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변수는 소음 고온 호흡곤란(-) ( =-.072, p<.01), ( =-.080, p<.01), (β β β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나타났다 즉 소음이 많고 고온의 작업환경을 가=-.063, p<.01), ( =-.048, p<.01)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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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거나 호흡곤란과 위험물질 취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상관계수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관계의 정도를 비교하는 부분집단 상관관계 분석 과 계층회귀) (subgroup correlation analysis)

분석 으로 나눌 수 있다(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3).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이산변수가 조절변수인 경우 부분집단 상관관계 분석을 제안한 과, Stone

의 연구를 기초로 부분집단 상관관계 분석Anderson(1994) 4)을 실시하였다.

부분집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절변수에 의해.

표본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두 집단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경우에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의, r

미가 없으므로 두 집단간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값, r

을 보이나 다른 집단은 이 값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이때는 집단

구분의 기준이 되는 조절변수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에서 모두 값이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에는 두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값을 표준화시킨 후 값간의 차r , z

이를 계산하여 계산된 값이 보다 절대값이 클 경우 신뢰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1.96 , 95%

판단한다.

근로조건과 직무만족간 관계에 대한 상사의 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가 아래 표 에 제시되어< 5>

있다.

3) 부분집단분석방법 이란 속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변수와의 상과관계 차이를 비교(subgroup correlation methods)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속성이 다른 집단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차별적 타당성(differential

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계층별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validity) .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곱셈으로 결합한 항목으로 추가했을 때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가의 여부를 통해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4) 두 집단의 성격이 상이할 경우 상관계수간의 차이를 검증하게 되는데 두 집단간의 상관(two-valued moderator variables) ,
계수가 모두 유의적일 때 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한다z .





 


 




′  ′ 

이때, z1 집단 의 상관관계의 환산값' = 1 , z2 집단 의 상관관계의 환산값' = 2
n1 집단 의 표본 수' = 1 , n2 집단 의 표본 수' = 2

한편 값은, z 





로 계산한 값이다 집단을 구분하여 상관계수간의 차이를 검증함에 있어서 두 집단의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값을 값으로 변환하여r z' z1과' z2 값의 차이분석을 통해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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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지원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5>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

조절변수 상사의 지원:

종속변수 직 무 만 족:
집단간의

상관관계값의 차이

조절변수 동료의 지원:

종속변수 직 무 만 족:
집단간의

상관관계값의 차이높은 집단 낮은 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값r 값r 값r 값r

근무시간
-.011 -.072**

유의미함
-.004 -.064**

유의미함
n=13921 n=2682 n=17598 n=3690

초과근무

횟수

-.097** -.084** z = -.004

유의미하지 않음

-.083** -.069** z=.006

유의미하지 않음n=13925 n=2689 n=17598 n=3700

휴일근무

횟수

-.050** -.050**
유의미하지 않음

-.053** -.058** z=.021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진동
-.128** -.139** z=.003

유의미하지 않음

-.141** -.123** z=.008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소음
-.154** -.143** z=-.003

유의미하지 않음

-.161** -.167** z=.003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고온
-.134** -.222** z=.027

유의미하지 않음

-.155** -.207** z=.022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호흡곤란
-.171** -.201** z=.009

유의미하지 않음

-.185** -.165** z=-.008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위험물질

취급

-.134** -.145** z=.003

유의미하지 않음

-.149** -.134** z=-.006

유의미하지 않음n=14006 n=2726 n=17719 n=3760

주 는 는 을 의미함1) * p < .05, ** p < .01 .

근무강도 및 업무환경 등 근로조건과 직무만족간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상사의 지원 및 동료의 조,

절효과는 근무시간과 직무만족간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직무만족도.

는 낮아지지만 상사의 지원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그 인과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같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의 감소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근무강도 요인초과근무횟수. , ( ,

휴일근무횟수과 작업환경요인들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즉 근무시간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

제외하고 다른 부정적인 근로조건들과 직무만족간 관계가 상사 및 동료의 지원에 의해 강화 혹은 약,

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결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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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동기부여이론은 어떠한 조건들이 근로자들을 만족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 기여와 높은 성

과를 내게끔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직무만족의 선행요인으로 규명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무만족 선행요인 중에서 물리적인 작업조건에 주목하고 유럽 국가의 개. ,

별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물리적 작업조건인 근로강도와 작업환경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물리적인 근로조건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사회적.

지원인 상사 및 동료의 지원이 강화 혹은 약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모집단은 유럽 근로자들이며 표본의 선정은 유럽재단에서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15 5

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국 총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 15 21,703

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 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근무강도와 직, (+) .

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초과근무횟수와 휴일근무횟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산업 사회에서 강조되던 일 중심의 직장생활에서 점차 여가를 중시하는 직장생활.

로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음과 고온 하에서의 업무 호흡곤란 업. ,

무 위험물질 취급 등 물리적인 작업조건이 직무만족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리적인 작업조건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만족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불만족을 줄이,

는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오래된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석결

과를 얻었다.

둘째 근로조건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

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근무강도가 높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면 직무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상사의 지원이나 동료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그 인과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근무시간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원이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상사 및 동료의 지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

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약화된다 많은 조직에서 조직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사와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는 협력적,

인 조직분위기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데이터 수집 시기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년도에 조사된 것으. , . 2000

로 비교적 과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재단에서의 국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사는 년마다. EU 5-6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데이터가 공개 되는대로 이에 대한 다양, .

한 연구 특히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럽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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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표본 선정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가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직무만족에 대해.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유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를 한국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 국

제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변수 측정상의 연구한계를 안고 있다 즉 대부분의. , .

변수들이 단일 항목으로 측정됨으로써 변수 측정의 타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위.

하여 여러 항목을 사용할 경우 번역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일 항목을 쓴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변수의 개념을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상황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과. , .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 성과급이나 수당의 지급 상황을 고려하거나 물리적 작업환경과 직무만족간

관계에 있어 작업환경 개선에의 근로자 참여 등을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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