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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문화 수준을 통한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측정
박 정 열․손 영 미
명지대학교 여가경영학과

주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서구 각국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 정책이 21세기 인사, 조직 관리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근로자와 기업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와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후속 연
구들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일과 삶의 조화 실
태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과 기업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차원과 기업차원 모두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한 문항들
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과 생산성 관련 변수와
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일과 삶의 조화가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르면 최근의 많은 직장인들은 현재의 연봉

Ⅰ. 서론

보다 낮더라도 후생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
져 있고 휴가와 같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

지난 200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주40

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할

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뉴스, 2005년 7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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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1)). 특히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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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의 핵심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X

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가족문제로 확대 되

세대(1965년-1977년 출생)와 밀레니엄 세

었다. 일과 삶의 조화는 다른 이름으로 일

대(1977년 이후 출생)는 일을 위해 삶을

과 가정의 조화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희생하려 하지 않으며, 진정한 성공이란

가족의 영역은 일과 삶의 조화에서 중요한

무조건 일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정

삶의 행복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부에서도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있다(김정운, 박정열, 2004). 이런 경향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 바, 여성가족부의

능력 있다고 평가 받는 사람에게 더욱 강

출범과 함께 제시한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조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의 인사 관리 방식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일과 삶의 조화의 두 번째 영역은 여가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역이다(Kofodimos,

이제까지의 승진이나 급여 인상, 보너스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주목

같은 외적 보상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려

받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가는 다른

는 단순한 인사 관리 방식은 더 이상 통하

영역에 비해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

지 않는다. 즉 새로운 방식의 경영 패러다

이 적은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

부분은 근로자가 자신의 심리적․신체적

화에 발맞춰 서구 각국에서는 ‘일과 삶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필

조화’ 정책이 21세기 인사, 조직 관리의 핵

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93).

여가영역은

일과 삶의 조화의 마지막 영역은 자기
계발(성장) 영역이다. 과거에 근로자가 사
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권력 구조에서는 근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로자의 성장은 사용자의 관심 밖의 일이었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거나 사용자의 시혜적 조치였다. 그러나

란 일과 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전환되

계발 등과 같은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면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자아실현 및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사용

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 조절할 수 있으며,

자 또한 기업의 성장이 근로자와의 동반성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를 의미한

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다(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의 트렌드로서 세

일과 삶의 조화의 첫 번째 영역은 가족

계 유수의 기업은 유능한 인재 확보와 유

영역이다((김정운, 박정열, 2004; 뮌히하우

지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 이

젠, 2003). 일과 삶의 조화는 최초에 여성

러한 인식변화는 거시적으로는 사람중심경
영․인재경영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
끌고, 미시적으로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1)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연봉보다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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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한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

개념이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경우, 선진

그램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의 경우 1980년대 중 후반부터 노동시장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다양한 차원으로

에 참여하는 여성노동력의 비율 증가, 출

구성되어 있다. 일, 가족, 여가생활, 성장

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만혼, 가족형태의

및 자기계발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

다양화,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

은 것이 없다. 이들에 대해 시간과 심리적

제가 국가의 주요 해결과제로 급부상하기

관심, 열정과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

시작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통제감

따라 직장을 갖거나, 성장 및 자기계발을

을 확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있는 것이다(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여성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5).

결혼과 출산, 육아의 문제를 자신들의 성

일과 삶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

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게 된다.

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은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출산, 육아 등 가족 영역은 서로 배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조명

치되는 관계로 이 둘은 하나를 취하기 위

하는데 주력해 왔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

해서는 하나를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에 의하면, 일과 삶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장보다

는 요인들로 첫째, 일과 삶의 영역에 배분

는 가족을 희생시키는(만혼, 무자녀가족,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

출산연기 등)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인

Proechl,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의 경우,

1980; Harrick, Vanek, & Michlitsh, 1986)

일찍부터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등의

둘째,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일 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과 삶

과 삶 영역의 문화적 요소(Adams, King,

의 조화(Work-Life Balance)’개념을 채택

& King, 1996; Frone, Yardley, & Markel,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1997; Guelzow, Bird, & Koball, 1991;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Kossek, Colquitt, & Noe, 2001; Thomas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정부

& Ganster, 1995),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에서 챌린지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지원하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Konrad &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

Mangel,

기 위한 일과 삶의 조화 컨설팅을 받을 수

업무구조(Golembiewski

2000;

Roehling,

&

Roehling,

&

Moen, 2001), 마지막으로 일과 삶 간의 조

있도록

화를 위한 개인적 요인(김정운, 손영미, 박

2004).

정열, 장훈, 2004; 이은희, 2000; Guest,

지원하고

있다(김정운,

박정열,

기업의 차원에서도 일과 삶의 조화는

2001)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노사

일과 삶의 조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관계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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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비용적 측면으로만 간주해서도

까지 기업의 공통점이 해고가 없다는 점,

안되며, 사용자와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

교육을 통한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업과 동반성장해야 하는 일심동체, 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일과 삶

나아가 내부 고객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

의 조화'를 위한 기업의 지원 및 배려가

다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의식전환이

일고

있다(동아일보,

2005. 9. 8). 그럴 때라야 근로자는 회사에

다.

대해 로열티를 가지며, 자신의 직무에 대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기업적, 국민적

한 몰입 및 만족을 하게 되며, 기업은 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는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

또 다른 변화는 기업 내의 핵심인력 교체

구는 상당히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상이다. 성실과 근면, 일을 위해 삶을 희

2000년을 전후하여 일과 삶의 조화보다는

생할 수 있는 회사형 인간으로 대변되는

협소한 개념인 ‘일과 가족의 조화’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물러나고, 일보다는 개인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박

적인 삶, 자신의 성장 및 자기계발, 생활의

주희, 2003a, 2003b; 이은희, 2000; 함인희,

만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X세대가 그

한정자, 2001). 그러나 앞으로 국가와 기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업, 그리고 근로자(국민)가 당면한 문제들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신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간의 조화

의 삶을 위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세대이

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극대

이보다 확장된 개념인 일과 삶의 영역으로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권

관심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적인 권력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따라서 국가적, 기업적, 국민적 위기를

특징이다. 성공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였다.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일과 가

베이비붐 세대가 일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

족의 조화’를 넘어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였다면, X세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관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니라 생활의 만족이나 일 이외의 시간을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과 삶

고려하여

있다

의 조화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태

(Marston, 2004). 이 같은 변화로 말미암아

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와 기업의

기업은 고급인력을 유인하며, 이직을 방지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하고, 성공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

록 하기 위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근로자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과 삶의 조화와

의 가치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기업구

관련한 후속 연구들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

조 및 지원체계를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공하고자 한다.

성공을

재정의하고

느끼게 된다. 매년 포천지가 선정하는 ‘일
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보면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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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8세였다. 조사대상자 중 대기업에 근

Ⅱ. 방 법

무하는 사람이 전체의 43%를 차지하였으
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57%를

조사 대상자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조사 내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직장인
3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

일과 삶의 조화 실태 조사를 위해 본

중 남성이 전체의 61%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에서는 크게 근로자 개인차원과 기업

여성이 39%를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으로 나누어서

표 1.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수준 측정 문항 구성의 예

대분류

중분류
시간과 에너지의 질적 배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전이효과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만족도 및 통제감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시간과 에너지의 질적 배분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전이효과

나는 주말이나 휴가 때 업무와 관련된 전화 때문에 방해를 받은
적이 종종 있다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만족도 및 통제감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시간과 에너지의 질적 배분

자기계발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전이효과

일 때문에 자기계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만족도 및 통제감

나는 자기계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의 질적 배분

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전이효과

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만족도 및 통제감

나는 나의 일과 삶(가족, 여가, 자기계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
이 어렵다

일-가족
조화

일-여가
조화

일-성장
조화

전반적인

소분류(문항 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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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여가, 성장(교육 및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조화수준은 시간

가. 근로자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

과 에너지의 질적 분배정도, 일과 삶의 영
역 간 전이효과 정도, 각 영역에 대한 전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를 측정하는 문

반적인 만족도 및 통제감 정도를 통해 측

항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일과 삶의

정하였다. 결국,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은 일

조화에 있어 4가지 주요 영역인 일, 가족,

-가족, 일-여가, 일-성장의 3가지 영역에서

표 2.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기업문화 측정 문항 구성의 예

대분류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기업의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업무문화

중분류

소분류(문항 예)

전반적인 평가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영역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가정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가/건강영역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잘 보내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한다

성장영역

우리 회사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전반적인 평가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과 삶의 조화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가족영역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가정생활을 배려한다

여가/건강영역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여가생활을 장려한다

성장영역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성장과 경력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반적인 평가

우리 회사는 상하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
다

가족영역

우리 회사는 가정문제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하는 것이 허용적인 문
화이다

여가/건강영역

휴가를 사용하는데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성장영역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과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상의하는 편
이다

업무량

우리 회사는 업무량이 많다

업무체계의 비효율성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업무체계가 비효율적인 편이다

야근문화

우리 회사는 야근이 잦다

부서간 비협조

우리 회사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

회식문화

퇴근 후 회식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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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에너지의 질적 분배, 전이효과, 만

주요 4영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배려

족감 및 통제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되었다. 각 문항은 절대 아니다(0점)에서

각 문항은 절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

매우 그렇다(6점)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

렇다(6점)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성

다. 각 영역간 조화수준 측정문항의 예를

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같다.

나. 회사의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 수준

다. 생산성 관련 변수

일과 삶의 조화를 측정하기 위한 두 번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를 측정한 문

째 과정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항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 척도

지원해 주고자하는 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와 유관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생산성 관련

수준을 측정하였다.

변수인 회사만족, 이직의도, 소속감, 직무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를 측정하는 문

몰입, 스트레스, 삶만족도 등을 측정하였

항은 문헌조사와 사전면접을 통해 근로자

다. 측정문항은 모두 절대 아니다(0점)에서

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매우 그렇다(6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

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문화적 측면을

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일과 삶의 조화를 지
원하는 회사의 기업의지(직원들의 일과 삶

① 회사만족도: ‘나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의 조화를 위해 회사가 얼마나 이것의 중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우리 회사는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

일할 맛이 나는 곳이다’, ‘가까운 사람이

력을 하는지의 정도), 리더십(상사가 얼마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자 한다면 권유할 것

나 부하 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배려하

이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는지의 정도), 회사/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높을수록 회사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회사와 근로자간 혹은 상사와 부하 직원

② 이직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회

간에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이슈들에

사로 옮길 생각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관해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

현 수준과 같은 보수를 준다면 다른 회사

는가에 대한 정도), 그리고 업무문화(업무

로 옮길 것이다’, ‘이직에 대한 계획을 세

의 효율성을 통해 시간과 에너지를 비축함

운 적이 있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으로써 삶의 영역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

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

한다.

고, 효율적인 업무문화를 조성하는 정도)

③ 소속감: ‘나는 회사의 일원이라는 것이

등이 주요 영역으로 선정되었다. 업무문화

자랑스럽다’, ‘회사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

를 제외한 3개의 영역에 대해 일과 삶의

이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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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음을 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일과 가족간의 조

미한다. ④ 직무몰입: ‘나는 업무에 집중을

화 점수가 55.8점, 일과 여가간의 조화 점

잘 한다’, ‘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

수가 50.5점, 일과 성장간의 조화 점수가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3.4점,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평가 점수가 43.8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수록 일(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음을 의

으로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하위 영역

미한다.

에서 일과 여가간의 조화가 상대적으로 낮

⑤ 스트레스: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받는다’, ‘퇴근 경에는 완전히 탈진된
느낌이다’, ‘잠을 잔 후에도 잔 것 같지 않

표 3.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점수

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조화 점수

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

⑥ 삶 만족도: ‘나는 전반적으로 나의 삶

전체 일과 삶의 조화

50.9점

에 만족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한 편

일-가족 조화

55.8점

이다’, ‘내 생활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일-여가 조화

50.5점

는 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의 3문항으로

일-성장 조화

53.4점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

43.8점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 수준

Ⅲ.

결 과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해
주고자하는 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수준은

1. 근로자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

크게 ‘WLB 기업의지(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회사가 얼마나 이것의 중요성

330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조화(이

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 WLB, Work-Life Balance)’ 수준에 대

하는지의 정도)’, ‘WLB 리더십(상사가 얼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WLB 수준

마나 부하 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배려

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9점(0점-부

하는지의 정도)’, ‘WLB 커뮤니케이션(회사

조화 상태, 100점-조화 상태)으로 나타났

와 근로자간 혹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다. 이러한 수치는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이슈에 관해 얼

일과 삶의 조화 상태가 낮은 것을 의미한

마나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가에

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의 현재 일과 삶의

대한 정도)’, ‘WLB 업무문화(일과 삶의 균

조화 수준은 부조화 상태(0점)와 조화상태
(100점)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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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 수준 (단위: 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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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업문화

기업의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업무문화

형을 맞추기 위한 일과 관련한 회사의 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

반적인 문화)’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

한 문항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

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일과 삶의 조화

척도와 유관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생산성

기업문화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관련 변수 중에서 회사만족도, 이직의도,

53.1점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소속감, 직무몰입, 스트레스, 삶만족도 등

조화’를 지원해 주고자하는 하는 회사의

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문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에 따라

하위 영역별 점수를 보면, WLB 기업

각각의 생산성 관련 변수의 차이를 확인해

의지 점수가 53.5점, WLB 리더십 점수가

보았다.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은 일과 삶의

54.8점, WLB 커뮤니케이션 점수가 51.1점,

조화 점수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WLB 업무문화 점수가 52.8점으로 나타났

집단으로 각각 전체 응답자의 1/3을 기준

다. 하위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

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일과 삶

적으로 WLB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낮은

의 조화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회사만족

것으로 나타났다.

도(F(2, 327) = 36.56, p < .001), 소속감
(F(2, 324) = 18.95, p < .001), 직무몰입

3.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과 생산

(F(2, 327) = 9.43, p < .001), 삶만족도

성 관련 변수와의 관계

(F(2, 327) = 72.85, p < .001)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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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산성 관련 변수 점수(단위: 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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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과 삶의 조화수준 고/중/저 집단에 따른 생산성 관련 변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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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低

中

高

WLB 균형정도

낮은

집단일수록

이직의도(F(2,

324)

=

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삶의 조화가 실제

80.87, p < .001)와 스트레스(F(2, 327) =

로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

259.44, p < .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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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 수

Ⅳ. 논의 및 결론

준은 크게 ‘WLB 기업의지’, ‘WLB 리더
주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십’, ‘WLB 커뮤니케이션’, ‘WLB 업무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의 4가지 차원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

과, 전체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 점수는

화에 발맞춰 서구 각국에서는 ‘일과 삶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3.1점으로 나타나,

조화(Work-life

21세기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해 주

인사, 조직 관리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고자하는 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수준은 상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기업적, 국민

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다른

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영역에 비해 회사와 근로자간 혹은 상사와

‘일과 가족의 조화’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

부하 직원 간에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행되고 있으나(박주희, 2003a, 2003b; 이은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

희, 2000; 함인희, 한정자, 2001) ‘일과 삶

는 ‘WLB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낮은 것으

의 조화(Work-Life Balance)’와 관련된 연

로 나타났다.

balance)’

정책이

일과 삶의 조화 기업문화를 측정한 문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와 기업의 일과

항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과 삶의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우리

조화 기업문화수준과 생산성 관련 변수와

나라 근로자와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일과 삶의 조화

이를 통해 향후 ‘일과 삶의 조화’와 관련한

기업문화수준과 생산성 관련 변수들 간에

후속 연구들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일과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삶의 조화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회사만

일과 삶의 조화 실태 조사를 위해 본

족도, 소속감, 직무몰입, 삶만족도가 높은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차원과 기업차원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과 삶의 조화 수준

일과 삶의 조화 수준으로 나누어서 측정하

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직의도와 스트레스

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 개인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

일과 삶의 조화가 실제로 생산성과 관련된

으로 50.9점으로 나타난 바, 전반적인 일과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삶의 조화 상태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인구통계학

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일과

적 변인에 따른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의 차

여가간의 조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다.
기업 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은 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

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해 주고자

민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 진단 척도로서

하는 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수준을 통하여

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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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 설문을 통해 국민(근로자)의 일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정도

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가 미비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하며, 이를 매년 측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가 기업의 생산성, 구체적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으로 근로자의 회사 및 업무 만족, 업무

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데이터로 축적

몰입, 스트레스 정도, 기업의 연간 매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적인 일과

사고 및 고장률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삶의 조화수준의 진단뿐만 아니라 세부적

지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인 삶의 영역, 즉 일과 가족간의 조화, 일

그동안 망설이던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과 여가생활간의 조화, 일과 성장 및 자기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로서의 역

계발 간에 조화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어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에 대해 확인할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

수 있다.

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

둘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

째, 본 연구는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새로운 방향점

실시되었으나 조사대상자가 전국인 아닌

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일과 여가생활 간

결과를 전체 근로자와 기업으로 일반화하

의 조화수준을 분석하고, 조화에 영향을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근로자

적 정책수립 및 지원제도/프로그램을 제공

차원과 기업차원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바,

하는데 지표로서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근로자 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는 조사대상

보인다. 또한 향후 일과 삶의 조화 기업인

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설문을 통해 측

증제, 일과 삶의 조화를 잘 맞추는 기업

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차원의 일과 삶의

best 50 등과 같은 국가정책을 실시할 수

조화 수준은 설문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기업문화 수준

셋째, 일과 삶의 조화수준과 기업의 생

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

산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

만 기업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은 근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들의 일과

로자의 응답에 기초한 것으로만 측정하기

삶의 조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주

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직접적으로 해당

는 기업문화 및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그 기업의 일과 삶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조화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인 기

생산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

준(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족(여가, 성장)간의 조화를 위해 제

삶의 질 향상이 진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공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있

이익을 향상시켜줄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

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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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등)에 의해 측정하여야 진정으

삶의

조화(Wo가-Life

Balance)'에

로 해당 기업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차후에 특정

연구, 2(3), 29-48.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김정운, 손영미, 박정열, 장훈 (2004). 주

는 기업차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

40시간 근무제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정할 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신 기업문화 조성전략 컨설팅. 휴먼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근로

경영연구원 보고서.
마르코 폰 뮌히하우젠 (2003). 균형잡고 살

자의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을 측정한 문항

아라. 서울: 웅진닷컴.

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생산
성 관련 변수들인 회사만족도, 이직의도,

박주희 (2003a). 한국기혼 여성의 가족 및

소속감, 직무몰입, 스트레스, 삶만족도 등

직업역할 수행과 그 효과 및 인식.

은 기실 직접적인 생산성 관련변수라기 보

대한가정학회지, 41(6), 125-138.

다는 간접적인 생산성 관련 지표라고 볼

박주희 (2003b). 가족과 일. 도서출판 하
우.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가 다수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희 (2000). 일과 가족갈등의 통합모형:

근로자들의 응답을 기초로 실시된 연구인

선행변인, 결과 변인과의 관계. 한국

관계로 개별 기업들의 직접적인 생산성 관

심리학회지: 일반, 19(2), 1-42.

련 변수(불량률, 순이익 증감률, 매출액 증

함인희, 한정자 (2001). 여성과 가족과 일

감률 등)들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의 조화에 대한 국민체간의식 연구.

이러한 문제점 역시 차후에 특정 기업을

여성학논집, 18. 195-227.
Adams, G. A., King, L. A., & King, D.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생산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변수를 대상으로 일

W.

(1996).

과 삶의 조화 수준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and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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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the Work-Life Balance Level of
Worker and Corporate Culture
Cheong-Yeul Park ∙ Young Mi Sohn
Department of Leisure Management, Myongji University

With the incremental introduction of a 40-hour-workweek system, quality of life and leisure
have been increasingly attracting attention in our society. To keep pace with this change of
the time, many Western countries have been implementing so-called ‘work-life balance’
policy, key topic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present situations of businesses
and workers in Korea by measuring the work-life balance level of worker and corporate
culture and thereby present basic materials for further studies on ‘work-life balance.’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work-life bal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work-life balance level of individual workers and businesses separately.
As a result, both individual workers and businesses were found to have poor work-life
balanc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work-life balance and productivity
variables to test validity of work-life balance measuring items showed that work-life
balance had an effect on many variables of productivity. Finally, ways how to us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k-Life Balance, 40-hour-workweek system, quality of life, human resources,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ductivit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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