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3

http://dx.doi.org/10.14400/JDC.2014.12.4.213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업무와 비업무간 간섭에 대한 연구

오상조*, 김용영**, 이희진***, 이종만*

동양미래대학교 e-비즈니스과*,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A Study on the Interferences Between Work and Nonwork

in the Smart Work Context

Sangjo Oh
*
, Yong-Young Kim

**
, Heejin Lee

***
, Jong Man Lee

*

Department of e-business, Dongyang Mirae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Konku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요  약  스마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수월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업무와 비
업무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업무와 비업무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간
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업무의 비업무 영역에 대한 일방향적인 간섭을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발생하
는 부정적 효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워크로 인해 업무와 비업무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짐으로써 간섭이 쉽
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워크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간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비업
무 영역에 대한 간섭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의 간섭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양방향적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경계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워크 상황에서 간섭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스마트워크를 도입하
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를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경계이론, 간섭, 경계강도, 직무자율성

Abstract  Previous research on work and life balance mainly focused on workers’ passive acceptance of 
interferences rather than active management of them. However, workers can also actively manage boundaries to 
enhance work and life balance. To find ways to enhance work and life balanc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Smart Work,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work/nonwork inter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should be firstly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in a work domain, both boundary strength at work and job autonomy 
negatively influence on the nonwork to work interferences; in a nonwork domain, both boundary strength at 
nonwork and autonom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work to nonwork inter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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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의 발 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스마트워크에 한 심이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2011)의 조

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794곳  136곳(7.7%)이 

태블릿PC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도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하여 노동인구의 

30%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효율 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워크와 같이 ICTs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

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인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와 비업무 역 간 경계의 

모호성과 련해 심이 고조되고 있다[37]. ICTs를 폭

넓게 사용하면서 발생한 업무와 비업무 경계의 모호성에 

한 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

다[54]. 정  입장에서는 ICTs를 사용하여 업무뿐 아

니라 비업무 활동을 히 조정할 수 있어 근로자의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부

정  입장에서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장에

서 사 인 활동을 수행하기 해 ICTs를 빈번하게 사용

하기 때문에 업무와 가정 어디에도 집 하지 못하는 방

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과 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업무/비

업무의 상호 간섭에 한 근로자의 능동  리보다 수

동  수용 입장에 을 두고 있다[7, 23]. 즉, 업무와 비

업무 역 간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혜택[7] 이나 부정

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근로자의 수동  성향을 제하

는 경향이 많았다[23]. 업무/비업무의 상호 간섭으로 

래되는 근로자의 심리  우울증과 직무 만족도의 하 

상도 강조되었다[11, 55]. 한 업무가 비업무 역에 

미치는 간섭의 부정  결과를 일방향 으로 다루는 경향

도 있었다[32].

스마트워크와 같이 ICTs를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업

무와 비업무 역 간 상호 침투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일

과 삶의 상호 간섭이 강해지기 쉽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키기 해 극 인 경계 리

에 나설 수도 있다[43, 56]. 일과 삶의 균형은 업무와 비업

무 역 간 상호 간섭을 이는 활동과 한 련이 있

다. 왜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은 업무 역과 비업무 역 

간의 상호 간섭[14]이나 업무 역할과 비업무 역할 간 갈

등의 감소[17]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가 강조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업무 역

과 비업무 역 간의 간섭을 이는 메커니즘에 해 탐

색이 필요하다. 최근 사무실 근무자만을 상으로 업무

와 비업무 역간 간섭에 미치는 ICTs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43], 일과 삶의 균형과 련된 기존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업무와 비업

무 역간 간섭 메커니즘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다양한 요인이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섭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12, 35], 본 연구에서는 경계이론에서 제

시하는 핵심 개념인 경계강도와 직무자율성의 역할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스마트워크 이용자들

은 업무와 비업무에 한 심리  경계와 그 강도를 능동

으로 형성하여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섭을 감소시키

며[6], 직무자율성을 통해 개인 으로 납득이 되는 방식

으로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섭을 능동 으로 리하기 

때문이다[2]. 한 역 간에 발생하는 간섭을 이해하기 

해서 간섭의 원천뿐 아니라 간섭의 방향성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13,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업무와 

비업무 역 간에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간섭이 가능

하다는 것을 제로 하여,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섭에 

한 (1)업무 경계와 비업무 경계의 강도와 (2)직무자율

성의 역할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스마트워크로 인해 더욱 모호해져 가는 업무와 

비업무 경계 하에서의 역간 간섭과 이의 리 방안에 

한 실무 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스마트워크와 경

계에 련된 선행연구들에 해서 살펴본 후, 연구의 모

델을 구성하고, 가설을 설정하 다. 다음으로 가설을 통

계 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해서 논의하 다. 마지

막으로는 본 연구가 지닌 함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논의하 다.

2. 문헌연구

ICTs의 발 과 함께 1970년부터 원격근무(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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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41], 재택근무(telecommuting)[38] 등의 업무형태

가 새롭게 등장하 다. 이후 텔 워크(telework), 가상근

무(virtual work), 유연근무(flexible work), 홈오피스근무

(home-office work), 분산근무(distributed work)[21] 등 

기존 업무방식을 확장한 안 인 업무유형이 지속 으

로 제시되어 왔다. 스마트워크도 ICTs의 발 에 편승하

여 도입된 원격근무의 확장된 업무 형태로 국내에서는 

2010년 국가정보화 략 원회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

고서 발간 이후 본 용어가 본격 으로 알려지기 시작했

다. 본래 리하게 업무를 처리(work smart)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 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하는 업무형태’로 정의(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한 

정보보호 권고 제2조 1항)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업무 수행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둘째, 자택 인근 원격사무실

인 스마트워크센터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워크센터근무’, 셋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휴 기기를 이

용하여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오피스’, 마지

막으로 원거리에 치한 사람들이 통신망을 통해 한 장

소에 있는 것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 상회의’ 등이 있

다. 이러한 형태  업무와 비업무 역의 경계가 가장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재택근무이고, 다

음으로는 스마트워크센터근무이다. 모바일 오피스의 경

우는 업무의 양상이 많이 변화되었다기 보다는 원래 수

행하던 업무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고, 상회의의 경

우는 지속 인 업무의 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경계강도와 직무자율성의 

간섭에 한 향을 실증하 다.

스마트워크(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등)를 이용하

는 개인은 과거에 업무를 수행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문

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바로 경계와 역할의 모호성이다. 

스마트워크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일하는 과거의 업

무 방식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업무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 하지만, 업무와 비업무 시간과 공간이 명확히 구분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혼돈을 가져다  수도 있다. 업

무와 비업무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업무 시간과 공간에

서 비업무 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가

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계와 역할의 문제를 학문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계이론이다.

경계이론은 사람들이 경계를 창출, 유지, 는 변경하

는 활동에 을 맞추고 있다. 경계를 규정하는 이유는 

자신 주 의 세상을 단순화하고 범주화하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6]. 경계는 개체를 다른 개체와 분리되도록 한정

하기 해 설정되며, 물리 , 시간 으로만 구분되는 것

이 아니라 심리 으로도 결정된다. 따라서 경계는 정신  

보호막(mental fences)이며, 경계 형성의 과정을 거쳐 실

제 생활하는 공간인 역이 창조된다[58]. 업무 역과 비

업무 역의 구분도 경계 형성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본래 경계이론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리하여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심에서 

시작된 연구 주제이다[50]. 기 연구자들은 다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인 역할 갈등에 을 

두었다[42]. 특히 업무 역할과 가정 역할 간 갈등은 직무 

만족 하[3], 일상 만족(life satisfaction) 하[34], 업무 

기피(withdrawal)[27], 우울증(depression)[18]과 같은 부

정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한 심

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능동 으로 조직함으

로써 다  역할을 정 으로 리할 수 있다는 도 

제기되었다. Hall and Richter[26]는 다  역할의 능동  

조직화에 한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근로자는 침범가능

한 경계를 능동 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와 비

업무 간의 균형을 맞춘다고 보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Nippert-Eng[39]은 개인이 다양한 역과 상하는 방식

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경계이론

을 개발하 다. 특히 근로자는 의도된 세분화와 통합 방

식을 통해 자신의 업무와 비업무 경계를 창출한다는 

을 강조하 다. Ashforth et al.[6]은 역할 이 의 요성

을 제시하며 업무와 가정뿐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경

계이론이 용 가능하도록 확장시켰다. Clark[14]이 제시

한 업무/가정 경계선이론(work/family border theory)은 

업무와 가정에 한정하여 양 역간 균형이 탐색되었을 

뿐 경계이론과 유사하며 개인이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를 

주도 으로 리한다는 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경계이론이 경계선 이론을 포 하기 때문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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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계이론과 경계선이론을 구분하지 않고 ‘경계이론’으

로 부른다[10].

사람들은 한 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

나들며 다양한 역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경계는 얇음

(약함)과 두꺼움(강함)의 연속선을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얇고/약한 경계는 침투가능 하며 통합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두껍고/강한 경계는 침투불가능 하며 분할 되는 

경향이 있다[6]. 경계가 확장되고 서로 다른 역을 넘나

드는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얇은 경계와 두꺼

운 경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Clark[14]는 개인은 상

이한 강도의 경계를 각 역 주변에 능동 으로 구성한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을 발 시킨 Ashforth et 

al.[6]은 개인들은 각 역에 있어 경계강도에 한 선호

를 보유한다는 을 제시하 다. 즉, 강한 경계는 업무와 

비업무를 분리된 역으로 유지하기 해서 구성되는 반

면, 약한 경계는 역간 상호작용의 용이성을 진하기 

해서 구성된다[6, 14].

사회 으로 공유되면, 경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될 수 있다[58]. 하지만 해

빙/변화/재결빙(unfreezing-movement-freezing)[36], 범

주 간 인지  도약(cognitive leap between categories) 

[58], 경계 확장(boundary spanning)[6], 범람(spillover) 

[31] 등을 통해 얇은 경계뿐 아니라 두꺼운 경계도 변화

를 겪는다. 업무 역 활동이 비업무 역에 향을 주고, 

반 로 비업무 역의 활동이 업무 역에 향을 주는 

상도 한 이다.

3.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헌을 토 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 다.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

섭은 일방 인 것이라기 보다는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호 인 것이기 때문에 업무 역과 비업무 역

을 구분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 비업무가 업무 역을 

간섭할 수 있는데, 업무의 경계강도와 자율성이 이를 감

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비업무 

역에 한 업무의 간섭은 비업무 경계강도와 자율성에 

의해 감소될 것으로 보았다.

[Fig. 1] Research Model

다시 말해, 먼  업무와 비업무 역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경계는 다른 역

의 활동에 의해서 간섭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 

역은 개인 으로 이 경계가 강하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업무가 아닌 다

른 일들이 이 역을 간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 로 

비업무 역은 개인 으로 이 경계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업무가 이 역

을 간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1 경계강도와 간섭의 관계

경계이론과 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하나는 역 

간의 향을 일방향 [35]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방향

[6]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ICTs를 많이 활용하는 

업무 환경일수록 업무와 비업무가 서로의 역에 향을 

미치는 양방향  특징을 갖는다. 즉, 업무 역이 비업무 

역에만 향을 행사하거나 비업무 역이 업무 역에

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CTs를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 않은 환경이 갖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업무 시간과 공간

에서 비업무 인 일을 수행하거나, 업무 시간과 공간에

서 벗어났음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워크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이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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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이 비업무 역에, 반 로 비업무 역이 업무 

역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와 비업무 역간 향은 일방 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 향을 주는 크기는 동

일하지 않다. 즉, 업무 역과 비업무 역 간에 존재하는 

상호 침투가능성이 비 칭 이라는 것이다[45]. Clark 

[14]는 이러한 비 칭  침투가능성은 업무와 비업무 

역의 비 칭  경계강도에 의존한다는 을 제시하 다. 

Perlow[44]는 근로자들은 가정에선 약한 경계를 형성하

는 반면에 업무에선 강한 경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비업무가 업무에 미치는 간섭

보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업무 간섭에 한 연구[15, 

19]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 비 칭 인 침투가능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ICTs를 활용한 업무에서도 업무와 비

업무 역 상호간 발생하는 간섭은 비 칭 인 것으로 

나타났다[43].

높은 침투가능성을 지닌 역은 역할 이 이 용이한 

반면에, 간섭과 같은 비용도 수반한다[6]. 업무 역과 비

업무 역을 막론하고 높은 침투가능성을 지닌 역은 

경계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이 해당 역에서 수행되기 쉽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간섭을 의미한다. 를 들

어, 약한 경계강도를 갖는 비업무 역은 업무 역의 역

할이 이 되기 쉽고  간섭 받기 쉽다.  업무 역의 

경계가 강하다면, 비업무 역의 역할이 이 되기 어렵

고, 간섭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한 은, 업

무 역의 경계강도가 강하다고 해서 비업무 역의 경

계강도가 약하다고 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 칭

 침투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각 역별 경계의 강도

는 모두 강할 수도, 모두 약할 수도,  어느 한 쪽만 강할 

수도 있다는 이다.

업무와 비업무 역 각각의 경계강도가 강한 사람은 

업무는 정해진 업무 시간과 공간에서만 처리하고, 비업

무 인 개인  용무는 업무 시간과 공간 외의 개인 시간

과 공간을 이용해 처리한다. 이로 인해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그리고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이 

어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1: 스마트워크 이용자가 인식하는 업무 역

의 경계강도는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에 부(-)의 향을 미친다.

가설 1-2: 스마트워크 이용자가 인식하는 비업무 

역의 경계강도는 업무가 비업무 역에 

한 간섭에 부(-)의 향을 미친다.

3.2 직무자율성과 간섭의 관계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은 직무에 한 일정 리 

 직무 수행 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직무가 제공하는 

실질 인 자유, 독립성, 재량의 정도 를 의미한다[24]. 직

무자율성은 직무를 시작, 수행, 완료하는 자신의 권한에 

한 종업원의 인식에 향을 다[33, 57]. 직무자율성은 

직무 자체에 한 자율성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한 

자율성도 포함한다[5]. 시간에 한 자율성은 유연시간이

나 일정 리의 유연성으로 불려 왔으며, 장소에 한 자

율성은 재택근무 는 유연장소로 언 되어 왔다[47].

직무자율성이 요한 이유는 직무자율성을 통해 근로

자는 개인 으로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업무와 비업무 

역간 상호 간섭을 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2]. ICTs를 

활용한 직무일수록 직무자율성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ICTs 를 활용해 자신의 환경에 합

하도록 일정을 리하고, 업무 요구에 히 반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2]. 스마트워크 환경에

서 개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도 시공간에 한 자

율성을 제공받고 더 많은 직무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와 비업무 역간의 간섭의 리가 더욱 용

이해 질 수 있다.

자율성과 간섭에 한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Thomas and Ganster[53]는 의료 문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업무와 비업무간 간섭이 

게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재택근무를 연구한 

문헌[22, 46]에서도 업무 수행 시간을 자율 으로 선택함

으로써 업무와 비업무간 간섭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

다.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 함으

로써 업무와 비업무간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이 제시되기도 하 다[9].

최근에는 간섭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기

존 연구의 한계를 지 하며, 양방향성을 고려한 업무와 

비업무 역간의 간섭에 해서 심이 모아지고 있다. 

Allen et al.[4]은 자율성이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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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뿐 아니라 비업무의 업무에 한 간섭을 감소시킨다는 

을 실증하 다.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 직무자율성은 업무와 비업무

간 간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직무자율

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도 

이는 동일하리라고 단된다. 단지, 업무와 비업무 역

간 향의 양방향성과 비 칭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1: 스마트워크 이용자가 인식하는 직무자율성

은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에 부

(-)의 향을 미친다.

가설 2-2: 스마트워크 이용자가 인식하는 직무자율성

은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섭에 부

(-)의 향을 미친다.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스마트워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

는 사용자이다.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워크로 인해 업무

와 비업무 역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 있는 사

용자이다. 이들이 인지하는 업무  비업무 역의 경계

강도와 직무자율성이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비

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

인가가 본 연구의 탐구 내용이다.

이를 해서 한 집단을 표본으로 선택할 필요성

이 있고, 국내에서는 비교  오랜 기간인 2010년부터 스

마트워크를 추진해 왔고 재도 활발히 운  인 국내 

K사를 선정하 다. K사의 스마트워크 이용자 에서도 

특히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근무 형태의 사용자만

을 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왜냐하면 앞서 언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만이 실제로 업무  비업무 

역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해 이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 상과 

상황에 한 설문을 개발하 다. 본설문에 앞서 문

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한 K사 실무자 담당자의 의견

을 반 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정리하 다. 이후 온라인 

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K사의 임직원을 상으로 1주

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시작  스마트워크 수행 경험 여부에 한 질문

을 통해 응답자의 범 를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최종 으로 수집된 설문은 333부 다. 하지만 하나의 번

호만을 선택하거나 일정한 패턴(가령, 1, 2, 3, 4, 5, 4, 3, 

2, 1 등)으로 설문을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47

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286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가 228명(79.75%), 여자가 58명(20.3%)이었다. 

남자의 표본 수가 많은 것은 왜곡된 표본 추출로 인한 것

이 아니라 스마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K사 직원의 분포 

때문이다. 연령별 분포는 40 가 118명(41.2%)로 가장 많

았고, 30 가 113명(39.5%)로 나타나 30 와 40 가 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 근속자가 101

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나, 16년 이상 근속한 직원도 

32.5%에 달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은 K사 

체 인력의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스마트

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분포와는 유사한 것으로 

단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인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근속년수, 스마트워크 이용방법 등의 요인이나 잘못된 

표본 추출로 인한 편향 인 연구결과는 기 하기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은 사용자, 정보시스템, 업무 등 세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6]. 스마트워크를 

통해 나타나는 업무와 비업무의 모호성을 실증하기 해

서 한 연구 상도 정보시스템의 사용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즉, 조직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활용

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 특성이 유사하며, 사용

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

을 충족하는 상으로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하

여 운  인 국내 K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유형과 재택

근무유형에 참여하는 사용자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실증 연구를 해 과거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 상과 

상황에 합한 설문을 개발하 다. 이후 재택근무 는 

스마트워크센터근무를 수행하는 K사의 임직원을 상으

로 1주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333

부의 응답  하나의 번호만을 선택 등 불성실하게 응답

한 47부를 제외하고 286부를 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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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Measurement Items References

Boundary 

Strength at Work

- I often schedule personal activities (e.g., exercise or reading) during business hours. (R)
- I try to spend time communicating with friends and family during business hours. (R).
- I often think about my personal life when I am working. (R)

Hecht and Allen[29]

Boundary 

Strength at Nonwork

- I never do work on my personal time.
- I never take my work out of the office.
- My personal time is my own
- I often do work at home (R).

Hecht and Allen[29]

Work to Nonwork 

Interference

- My job or career often interferes with my responsibilities at home.
- My job or career often keeps me from spending the amount of time that I would like 
to spend with my family.

- My job or career interferes with my home life.

Carlson and 

Frone[12];

Park and Jex[43]

Nonwork To Work 

Interference

- My home-life interfere with my responsibilities at work.
- My home-life keep me from spending the amount of time I would like to spend on 
job or career-related activities.

- My home-life interferes with my job or career.

Carlson and 

Frone[12];

Park and Jex[43]

Job Autonomy

- I control the content of my job.
- I have a lot of freedom to decide how I perform assigned tasks.
- I set my own schedule for completing assigned tasks.
- I have the authority to initiate projects at my job

Beehr[8];

Ahuja et al.[1]

※ R: reverse coding

<Table 2> Measurement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녀 비율(79.7%  20.3%), 연령별 비율

(36-45세 52.4%), 근속년수 비율(10년 이하 49.3%), 스마

트워크 활용 기간(12개월 이하 80.5%) 등의 분포는 K사

에서 악하고 있는 체 직원을 상으로 한 비율과 유

사하 다. 스마트워크의 이용방법도 재택근무 는 재택

근무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를 병행하는 비율이 92.3%로 

히 높게 나타났는데, K사가 악하고 있는 스마트워

크 황과 유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의 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Description Persons Ratio

Gender
Male 228 79.7%
Female 58 20.3%

Age

25-30 39 13.6%
31-35 50 17.5%
36-40 63 22.0%
41-45 87 30.4%
46-50 31 10.8%
≥ 51 16 5.6%

Tenure

≤ 5 years 101 35.3%
6-10 years 40 14.0%
11-15 years 52 18.2%
16-20 years 66 23.1%
21-25 years 19 6.6%
≥ 26 years 8 2.8%

Smart 

Work 

Usage 

Type

SmartWork Center
(SWC) 22 7.7%

Telecommuting 192 67.1%

SWC+Telecommuting 72 25.2%

<Table 1> Demographics

4.2 측정도구

연구 가설에서 설정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해 이

 문헌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설문항목을 본 

연구 상황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 다.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구성개념, 즉 업무 경계강도(boundary 

strength at work), 비업무 경계강도(boundary strength 

at nonwork),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섭(work-to- 

nonwork interference),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

(nonowork-to-work interference), 직무자율성(job 

autonomy) 등을 활용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한 문헌을 검

토하고, 스마트워크 상황에 맞게 측정 항목을 조정하여 

활용하 다(<Table 2> 참조). 모든 측정 항목은 리커트

(Likert) 7  척도를 이용하 다.

설문 항목은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문항을 본 연구에 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업무의 비업무 역 침투가능성(Work-to-Nonwork 

Permeability)과 비업무의 업무 역 침투가능성

(Nonwork-to-Work Permeability)은 Clark[10]과 

Richardson and Benbunan-Fich[30]을 참고하여 각각 4

개(가령, 집에서 업무와 련된 화를 받아도 불편하지 

않다)와 3개(가령, 회사에서도 가족과 련된 일을 처리

하고 싶다)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업무 경계 강도

(Boundary Strength of Work)와 비업무 경계 강도

(Boundary Strength of Nonwork)는 Hecht and 

Allen[16]을 참고하여 각각 4개의 항목(가령, 업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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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Standard
Coefficient

t-value Mean
ST. 
Dev.

Composite 
Reliability

a AVE
b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Boundary 
Strength at 

Work

BS_WORK01 .856  N/A
c

4.610 1.204 .865 .825 .825
d

BS_WORK02 .803 14.607

BS_WORK03 .816 14.806

Boundary 
Strength at 
Nonwork

BS_NONWORK01 .738 N/A

3.400 1.203 .817 .727 -.059
e

.727 
BS_NONWORK02 .783 11.434

BS_NONWORK03 .653 9.877

BS_NONWORK04 .729 10.882

Work to 
Nonwork 

Interference

W2NI01 .807 N/A

4.021 1.343 .902 .869 .004 -.316
**

.869 W2NI02 .932 17.788

W2NI03 .862 16.8

Nonwork 
To Work 
Interference

N2WI01 .727 N/A

2.431 1.020 .829 .787 -.320
**

-.012 .223
**

.787 N2WI02 .754 11.558

N2WI03 .872 12.063

Job 
Autonomy

AUTO01 .882 N/A

5.268 1.124 .923 .866 .194
**

-.104 -.162
**

-.204
**

.866 
AUTO02 .904 21.525

AUTO03 .840 18.817

AUTO04 .835 18.613

Suggested Criteria >.707 ≥2.0 >.70 >.50
a Composite Reliability = = (Σstandardized loadings)2/{(Σstandardized loadings)2+Σ(indicator measurement error)}
b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Σ(standardized loadings)2/{Σ(standardized loadings)2+Σ(indicator measurement error)}

c
 N/A means that regression weight is fixed as 1.
d Diagonal: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e
 Off-diagonals: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
 p < .01 (two-tailed)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에 개인 인 용무를 보지 않는다, 집에서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으로 측정하 다. 업무의 비업무 간섭

(Work-to-Nonwork Interference)과 비업무의 업무 간섭

(Nonwork-to-Work Interference)은 Carlson and 

Frone[7]과 Park and Jex[28]을 참고하여 각각 3개(가령, 

업무로 인해 가정 생활을 간섭 받는 편이다)와 4개(가령, 

끝내지 못한 집안 일에 해 회사에서 생각하는 편이다)

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모든 항목은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5. 연구 결과

5.1 신뢰성 분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구성개념별 평균, 표 편차, 

그리고 응답범  등의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구

성개념에 한 평균과 표 편차가 왜곡되지 않으며, 응

답범  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항목들이 내  일 성을 유지하

는 있는가를 평가하기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 다. 크론바하 

알  계수는 .7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40].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이론 변수

들의 신뢰도는 최소 .812으로, 모든 구성개념의 크론바하 

알  수치가 추천지수를 과하고 있다. 개별 수치는 

<Table 3>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측정에 사용된 

구성 항목들이 내  일 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2 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을 이용하여 오 라인 의존성 이외의 요인에 한 합성

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측

정하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값들은 

Fornell and Larcker[16]와 Hair 등[25]이 제시하는 권장 

기 치(합성신뢰성 .70 이상, 평균분산추출 .50 이상)를 

과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집 타당성을 단하기 해 확증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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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Resul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일반 으

로 측정항목의 재치가 .707보다 크거나[20] t-값이 2.0

이상[52]일 경우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다

고 단된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항목

의 재치는 부분 .707을 상회하고 있다. 

BS_NONWORK03 항목만이 이 기 을 하회하고 있으

나, t-값이 모든 항목에서 2.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척도의 

집  타당성을 반 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제곱근을 이용하 다[51].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선에 보이는 AVE 

제곱근의 값이 .5보다 크며, 련된 행과 열에 있는 각

선외의 상 계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상이한 구성개념 간에는 이들의 측정결과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별타당성이 검

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각 구성개념의 측정에 한 분

석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 모두 추천 지수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5.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 방

정식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실행하 다. 모델과 데이터 

간에 합을 검증하기 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척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GFI) .9 이상, 조정된 합도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9 이상, 카이제곱을 자유

도로 나  값(x2/d.f)이 5 이하일 때, 연구 모델의 합도

는 만족스럽다고 보고 있다[28]. 추가 으로 합성을 검

증한 RMSEA(<.08), NNFI(>.9), NFI(>.9), CFI(>.9) 등

의 지수도 [그림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Hu and 

Bentler[30]가 추천하는 기 을 넘고 있다. 따라서 제시

된 연구 모델의 합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업무와 비업무 

역간 향과 간섭의 양방향  성격을 제하여, 업무

와 비업무 역간의 상호 간섭에 한 업무  비업무 

역의 경계강도와 직무자율성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서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섭에 한 

가설 2개,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과 련한 가

설 2개를 설정하 다.

구조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설정한 가

설 4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채택되었다. 업

무 역의 경계강도가 강할수록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 1-1), 마

찬가지로 비업무 역의 경계강도는 업무의 비업무 역

에 한 간섭을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1-2). 즉 

어떠한 역이든지 그 역의 경계강도가 강할수록 간섭 

받지 않는 것이다. 직무자율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

의 간섭이든지 그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가설 2-1, 2-2).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

과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섭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결정계수(R2)는 각각 .164와 .173으로 연구 모델의 설

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이용 환경이 업무와 비업무 

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역간 간

섭이 문제로 제기되어 이러한 간섭의 메커니즘을 확인하

고자 시작되었다. 스마트워크 이용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경계강도가 강한 역에 해

서는 다른 역의 간섭이 쉽지 않고(업무·비업무 역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각각 -.332와 –378),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간섭이 어든다(업무·비업무 역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각각 -.169와 -.225)는 사실을 발견하 다.

경계의 강도와 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침투가능성

이 낮은 강한 경계를 갖고 있는 역은 그것이 업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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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비업무 역이건 간섭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무 

역의 경계가 강하면 비업무 인 일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공간에 끼어들 틈이 없고, 비업무 역의 경계가 

강하면 업무 인 일이 업무 외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계강도와 련한 과거 연

구의 결과[6]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통계 인 분석으로만 보면 간섭을 이기 

해서는 강한 경계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워크

는 역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며 어도 물리 인 

에서 경계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개인  그

리고 심리 으로 형성된 경계강도가 물리 인 에서

의 경계강도와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개인은 간섭을 인지

하게 된다. 를 들면, 심리 으로는 비업무 역의 경계

강도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스마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업무 외 인 시간과 공간에서 업무의 간섭이 많아지는 

것이다. 반 로 업무 역의 심리 인 경계강도가 강하

다고 할지라도 스마트워크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

업무 인 간섭이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스마트워크, 경계강도, 그리고 간섭 간의 계는 역설

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경계강도를 낮추는 효

과가 있고, 이 경우 역에 한 간섭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워크는 간섭을 여 일과 삶의 조화를 목

으로 한다.

이 상황에서 간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 으로

도 심리 인 것과 마찬가지인 강한 경계를 유지하기 

해 스마트워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심리 인 경계강도

를 스마트워크로 인해  약해져만 가는 물리 인 경

계의 강도에 맞추는 것, 즉,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이다. 스마트워크가 업무의 비업무 역에 한 간섭과 

비업무의 업무 역에 한 간섭을 이고 일과 삶의 균

형이라는 목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

을지 몰라도 후자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즉, 

업무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한 극 인 변화

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스마트워크 도

입의 효과와 변화 리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는 여 히 

숙제로 남게 된다.

직무자율성과 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계강도가 

가져다 주는 복잡한 문제와 해결 과정과는 다르게 매우 

단순하다. 업무 역과 비업무 역 모두 다른 역으로

부터의 간섭을 이려면 직무자율성의 수 을 높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의료 문가[53], 재택근무자[22], 

유연근무[9]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된 바 있는 직무자

율성의 간섭 감소 효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스마트워크 

상황에서도 직무자율성은 동일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마트워크의 가치는 시간,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라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할 수 

있는 역할 이 에 있고, 그에 수반하는 비용이 간섭이라

고 할 수 있다. 직무자율성은 개인 스스로 업무의 내용, 

과정과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할 이 을 

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축소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가 가져다 주는 역할 이 의 

가치는 직무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7.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먼  이론

으로 볼 때 경계이론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도 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스마트워크의 용으로 인

해 업무와 비업무 역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

서 경계이론은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

은 경계이론이 개인의 능동 인 경계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14]는 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의 경계 구

성과 리 활동에 해 많은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경계강도가 간

섭을 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악하는 데 머물 지

만, 향후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경계를 형성하

고 리해가는 양상을 악하는 데에도 경계이론은 유용

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직무자율성은 업무 역과 비업무 역에 한 간섭

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직무자율성

은 자신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요한 직무 자원(job 

resource)으로 여겨져 왔다[49].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직

무자율성은 업무  비업무 역 모두 다른 역으로부

터의 간섭을 축소시키는 직무 자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

고 있다는 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 다. 직무자율성

은 개인 스스로 업무의 내용, 과정과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역할 이 을 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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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축소할 수 있었다.

실무 인 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스마크워크에서 

우선 으로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키기 해 

필요한 업무와 비업무 역간 간섭을 여주는 선행요인

과 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업무

와 비업무 역간 간섭은 직업  스트 스를 형성하는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48], 오래 부터 이를 일 수 있

는 방안에 한 학문  심을 보여 왔다[26].

스마트워크가 가져다 주는 희미해진 그리고 약화된 

경계강도는 역설 이게도 간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업무 방식의 변경에 따른 변화 리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각의 역을 보호하

기 해 만들어지는 역별 경계강도의 역할과는 다르게 

어떠한 역이든 다른 역으로부터의 간섭을 이려면 

직무자율성의 수 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조직구성원들이 스마트워크를 제 로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필수 인 조건이라고 단된다. 이 결과는 업

에서 직무자율성을 극 으로 부여하여 능동 으로 업

무와 비업무 역의 경계를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기 해 비 이거

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를 제 로 진행하기 

해 필요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를 도입

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섭 축소 

요인인 경계강도와 직무자율성을 근로자들에게 사  조

사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도입에 있어 조직에서의 비 정

도를 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변화 리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거나 직무자율성

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리라고 단된다.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조직에서는 이의 성공 인 정착을 

해 필요한 교육, 규칙의 제·개정 등 변화 리와 직무자

율성을 증 하는 방향으로 조직 분 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계이론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환경과 

간섭이라는 주제에 해 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이 경계이론이 다루고 있는 

체 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기보다는 분 이고 미

시 인 일부분만을 악한 경향이 있다. 향후 연구를 통

해서는 자 일부가 사 에 진행하 던 연구의 결과 등

을 종합한 체 인 차원의 포 인 분석과 설명이 필

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

계강도의 형성과 련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사용되

고 있는 간섭은 스마트워크 환경이 가져다  최종 인 

목 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직무만족 등 

스마트워크의 최종 목표를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가 뒤따

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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