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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초연결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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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ryeol Park*․Sundong Kwon**

Abstract

Recently, organizational workers are complaining of stress due to excessive connection on SNS and are
claiming the right to disconnect. If these claims are not properly manag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y deteriorate. Therefore, organizations need to approach the issue of the right to disconnect carefu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work connection at office, IT hyper-connected environments, and work
connection at home on the right to disconnect,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is percep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hen analyzed gender differences in these effec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work connection at office lowered the right to disconnect. Second, the deeper IT hyper-connected
environment, the higher the right to disconnec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work connection at home
raises the right to disconnec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right to disconnect increases job satisfaction
to a certain extent, but lowers job satisfaction when it exceeds the appropriate line. Fifth, in the case
of men, the effect of the right to disconnect on job satisfaction has sharply increased and sharply reduced.
On the other hand, in women, it gradually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slowl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organizations need to check the current status and appropriate level of the work connection
at home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s need to formulate organizational
management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right to disconnect.
And organizations need to come up with management measures that take gender into account.

Keywords：Right to Disconnect, Work Connection at Office, Work Connection at Home, IT Hyper-Connected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1)

Received：2020. 06. 04. Revised : 2020. 06. 28. Final Acceptance：2020. 06. 2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8-Global

Ph.D. Fellowship Program).
** First Author, Ph.D. Student of MIS Department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jrpark16@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MIS Department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Tel：+82-43-261-2343, e-mail：sdkwon@cbnu.ac.kr



56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 서 론

최근의업무환경이 직장 안밖 모두가 모바일정보기

술로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마트기기와 같은 모바일 기술은 ‘양날의 검’

처럼 각종 업무를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빠르고편리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직장인들

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요

구하도록 만들기도 한다[Korea Press Foundation,

2016]. 이러한 권리 인식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업무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경영정보 분야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보기술을 효

율성과효과성관점에서접근하였다. 즉, 정보기술을이

용하여조직 구성원들을 실시간 연결함으로써업무처리

속도나 경영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키는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맞춰져있었다[Kreiner and Schultz, 1993].

그러나 업무환경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직장 안과

밖을 정보기술로 촘촘히 연결하는 초연결 환경으로 심

화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가정

내 역할 모호성이 증가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Derks et al., 2014]. 이러한 근무환경 변화는 직무

만족과 같은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부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연결과직장 밖에서의연결 그리고 IT초연결 환경이 연

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남녀직장인들에게어떤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하였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업무적 연결의 ‘양날의 검’의 작용을 규명할 수 있

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의 결과적 측면을 분석함

으로써 조직성과 향상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연결

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남녀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별을 고려한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조직 내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 문자, 이메

일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ee and

Lee, 2016; Park and Kwon, 2019]. 독일 노동

부는 2013년에 업무시간 이후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

하였고,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

리가 포함된 노동개혁법안을 시행하여 직원 50명 이

상의 기업은 근무시간 이외에 노동자에게 연락하려면

직원들과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아

직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Lee and Lee[2016]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근로와 근로시간의 쟁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처

리를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지시 및 처리의 가능 조건

및 범위, 보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Yang[2019]

은 프랑스의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의 내용과 국내의

입법 논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집단적 의사결

정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

장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였다. Cho[2019]는 연결차단권에 대한 검

토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상황에 따

라 규정해야 하나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업무처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일-사생활, 일-가정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Park et al.[2013]은 스마트워크

의 유용성 지각과 일-가정 갈등의 연구를 통해 조직 내

상하간과업의존성이높을경우일-가정갈등이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orea Labor Institute[2015]

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목적의 스

마트기기 활용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상태이고[Hoppock,

1935], 자신의 직무에 대해 지각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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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정도이며[Smith, 1969], 직무에 대한 태도, 신념, 감

정 등의 심리적 상태이다[McCormick and Tiffin,

1974]. 직무만족은 직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쉽게 변

화할 수 있다[Keritner and Kinichi, 2007].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직무만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 Oh et al.[2017]은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 외적인 요소에 대한

만족이 직무만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 Lee and Kim[2017]은 스마트워크 환경

에서 사회적 지지가 감정노동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의 연구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감정노동

은 직무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외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3 IT초연결 환경

최근의 업무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직장 안

과밖모두정보기술로연결될수있는초연결환경으로

심화되고 있다. 초연결 환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가능하게 한다. 반면, 초연결 환경은 직장 내이

해관계자들과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도 언제든 연결될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Brillhant,

2004; Tarafdara et al., 2007; Harris et al.,

2011]. 이처럼 IT초연결 환경은 긍정 및 부정의 효과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근무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의 원인

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의

연결과 직장 밖에서의 연결 그리고 IT초연결 환경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고,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성별

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변수의 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은 직무만

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과도해져서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욕구가

강해진다면 직무만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Park and Kwon, 2019]을 도출하

였다.

둘째, 직장 내에서 상사 및 동료와 실시간 연결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연결[Brown and Palvia, 2015]을 연결되

지 않을 권리 인식의 형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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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직장 내 IT연결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해킹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높이

고 내부의 직원 모니터링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IT초연결 환경의 심화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IT

초연결 환경[Ayyagari et al., 2011]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의 형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넷째, 퇴근 후에도 업무와의 연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나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직장 밖 연결[Brown and Palvia, 2015]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의 형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다섯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직장 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

성은 목적지향적인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성별을 조절변수로 도출하였다.

3.2 연구가설

3.2.1 직장 내 연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직장 내 연결은 근무 중 정보기술을 통

해 직장상사 및 동료와 업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

미한다[Brown and Palvia, 2015]. 이러한 직장

내 연결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

을 직장상사와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연결됨에

따라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욕구로 정의하였다

[Park and Kwon, 2019].

직장 내에서 근무 중 직장상사와 정보기술을 활용

하여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다[Kang and Kwon,

2016].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메신저를 이용한 실

시간 정보공유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및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다[Kreiner and Schultz, 1993].

Dansereau et al.[1975]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상사와 업무로 자주 연결될수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

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 직무성과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상사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게 되어 지속적

으로 연결되고자 한다. Bauer and Green[1996]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를 통해 상사와 교류할수록 정보교

환, 지원 및 보상 등을 획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

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근무 중 정보기술을 통한 직장상사와의 업무연

결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직장 내 연결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IT초연결 환경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 간의 

관계

정보기술발전에따라모든사회적영역이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개념이 등장했다[Yoo et al., 2014]. 초연

결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물론 사물까지도 인

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Yang, 2016].

직장 안과 밖 모두 업무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은 실제

로 업무 혹은 업무적 관계의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았어

도언제든연결될것만같은심리적압박감을유발할수

있다[Brillhant, 2004; Tarafdara et al., 2007;

Harris et al., 2011]. Richardson and Thompson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지속되

는 환경에서는 실제로 업무 혹은 업무적 관계자들과 연

결되지 않았어도 언제든 연결될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

감을 지각하게 된다. Mellner[2016]의 연구에 따르

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연결될수록 업무 혹은 업무적 관계의 사람들과 상시 연

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정서적 자원

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심리적 경계를

구성한다. Tu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와

실제 연결되지 않았어도 항상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삶이 침해받는다고 인식하

게 되며 업무와 개인의 삶을 분리하기 위한 행동을 취

한다[Park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음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IT초연결 환경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직장 밖 연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직장 밖 연결이란 직장 밖에서 퇴근 후

정보기술을통해직장상사와업무로연결되는것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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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rown and Palvia, 2015]. 퇴근 후 직장상

사와 업무적 연결이 빈번해지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모

호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Derks et al., 2014;

Brown and Palvia, 2015],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and Lee, 2016]. Moore[2000]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업무관계자들과 자주 연결될수록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을 회피하고자 한다. Meijman and Mulder[1998],

Binnewies et al.[2009]에 따르면 퇴근 후 업무활

동을 하거나 업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이 빈번해질수

록 자아가 고갈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다음날 직무활

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onnentag et

al., 2008] 퇴근후업무활동을하지않거나관계자들과

연결되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Gorgievski

and Hobfol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직장 밖 연결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가치를 인식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

다[Igbaria and Guimaraes,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연결이 과해질수록 사

회적 관계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낀다[Parket

and Decotiis, 1983]. 이러한 부담 및 피로감 등으로

인해 때로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직무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도한다[Parket and

Decotiis, 1983; Jehn, 1995; Amason, 1996].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로 연결되는 상황을 수행

실적 향상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보다 피해야 할 상황으

로인식하게되어 상호조정결여, 목적의식결여와같은

혼란과분열을높인다[Gibson et al., 1988]. Perlow

and Porter[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가희미해질 정도로 업무관계자들과 연결이이루어

지는 근로자들의 경우 개인의 삶과 휴식을 제대로 즐길

수없어업무연결을통제할 수없는자신의직무에대한

만족이 낮으며 업무로 연결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은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성별의 조절효과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Bakan, 1966;

Carlson, 1971; Gill et al., 1987], 구성원들과상호

보상적관계구축을중시한다[Kang and kim, 2005].

반면 남성은 타인에 대해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며

[Twenge, 1997], 타인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성과도

출을 더욱 중시한다[Gilligan, 1982]. 선행연구에 따

르면 업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수록 남성들은 여

성들에 비해 더욱 강압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을 보인

다. 따라서 남성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난다[Jamieson and

Thomas, 1974]. 반면 여성들은 업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직장상사와 업무상 강하게 연

결되어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욕구나 인지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

으로 낮을 수 있다.

가설 5 :연결되지않을권리인식이직무만족에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4.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4.1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총 4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200명, 여자 200

명이다. 직급은 사원 34.5%, 대리 23.5%, 과장

17.3%, 차장 8.3%, 부장 9.8% 및 기타 6.8%이다.

그리고 공기업이 16.5%, 사기업이 83.5%이다.

4.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right to discon-

nect)이란 직장상사와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강하게 연결됨에 따라 이를 벗어나고자 발생하는 내적

욕구나 인지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내가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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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부터 업무관련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상사와 연결되

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상사와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야 한다로 구성하였다[Park and Kwon, 2019].

둘째, 직장 내 연결이란 직장 내에서 근무 중 직장

상사와 업무로 연결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측정문항

은 직장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 직장 업

무와 관련된 파일 작성 및 편집, 직장 사내 시스템(그

룹웨어, 인트라넷 등)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로 구성하

였다[Brown and Palvia, 2015].

셋째, IT초연결 환경이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직장상사와 IT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나의 근무환경은 시간과 장소

에 상관없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장상사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근무환경은

언제든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장상사와 의사소

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근무환경은 필

요하다면 언제든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장상사

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로 구

성하였다[Ayyagari et al., 2011].

넷째, 직장 밖 연결이란 퇴근 후 직장상사와 업무로

연결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직장 업무와

관련된 파일 작성 및 편집,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

처리,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업무처리로 구성하였다

[Brown and Palvia, 2015].

다섯째,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가

치를 인식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하

였다. 측정문항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내 직무에 자부심을 느낀다, 내 직무

를 통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로 구성하

였다[Igbaria and Guimaraes, 1993].

4.3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분석

4.3.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21을 사용하여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유의수준0.1%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

를 보여주고 있어 경로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Cons-
truct

Vari-
ables

Standar-
dized-β

Unstan-
dardized-β

S.E. C.R.

RTD

v1 0.848 1.000

v2 0.882 1.068 0.049 21.588

v3 0.872 1.034 0.049 21.301

WCO

v4 0.800 1.000

v5 0.867 1.142 0.063 18.161

v6 0.826 1.142 0.065 17.450

ITHCE

v7 0.834 1.000

v8 0.855 1.056 0.054 19.605

v9 0.858 1.091 0.055 19.681

WCH

v10 0.774 1.000

v11 0.801 .944 0.060 15.613

v12 0.837 .992 0.062 16.104

JS

v13 0.821 1.000

v14 0.886 1.053 0.052 20.163

v15 0.862 1.016 0.052 19.678

RTD : right to disconnect
WCO : work connection at office
ITHCE : IT hyper-connected environment
WCH : work connection at home
JS : job satisfaction

<Table 1> Factor Analysis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Cronbach α 계수 값은

0.844 이상, Construct Reliability는 0.906 이상

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 AVE(average vari-

ance extracted) 값은 0.752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변수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고 판단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Bagozzi and Yi, 1988].

판별타당성은 AVE 제곱 값 중 제일 작은 값이 구

성개념 간 상관계수 값 중 제일 큰 값보다 큰가의 여부

로 확인하였다[Fornell and Lacker, 1981]. 분석

결과, AVE 제곱 값 중 제일 작은 값(0.873)이 구성

개념 간 상관계수 값 중 제일 큰 값(0.522)보다 커 판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연구모형의 GFI 값은 0.9 이상으로 나타났고, 나머

지 값들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이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² = 171.914

(p = 0.000), df = 80, x²/df = 2.149, GFI =

0.945, AGFI = 0.918, RMR = 0.038, NFI =

0.955, CFI = 0.975, RMSEA =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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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Cons-
truct

Ave-
rage

SD
Correlation

1 2 3 4 5
ITHCE 3.455 0.930 0.902
JS 3.335 0.778 0.414 0.867
RTD 3.793 0.854 0.315 0.247 0.913
WCO 2.971 1.142 0.521 0.409 0.077 0.883
WCH 3.162 0.934 0.313 0.318 0.522 0.261 0.873
Cronbach α 0.885 0.889 0.900 0.869 0.844

Construct Reliability 0.929 0.923 0.938 0.913 0.906
AVE 0.813 0.752 0.834 0.779 0.762

Model
fit

x²= 171.914(p = 0.000), df = 80, x²/df = 2.149,
GFI = 0.945, AGFI = 0.918, RMR = 0.038,
NFI = 0.955, CFI = 0.975, RMSEA = 0.054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Measurement Model

4.3.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경로계수 값과 t값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P <

0.001) 채택되었다. 가설 4의 경로계수 값과 t값은 당
초 설정한 가설의 부호와는 반대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5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데이터를 분류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만
들고, 각 집단의 경로계수값과 t값을 계산한 뒤, 경로

계수 차이1)를 계산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 경로계수차이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β = 0.16, t = 2.042)이 남성(β = 0.44, t

= 5.441)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차이

값 : 0.28, t값 : 35.17). 또한 남성은 20%의 설명
력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은 0.3%의 설명력을 보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결

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
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 여 모두 연결

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초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의 영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 정(+)의 영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5가 기각되었다.

4.3.3 추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4의 경로계수값이 당초 설정한

부(-)의 값이 아닌 정(+)의 값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2차 선형회귀 분석에서 설명력인 R²값이 2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 (R²) 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되

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

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구간회귀분석(Piece-

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가

장 낮은 1에서부터 4.33까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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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ecewise Regression

<Figure 4> Male Piecewise Regression <Figure 5> Female Piecewise Regression

(β = 0.488, t = 9.21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² = 23.9%), 4.33부터 5까지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β = -0.336, t = 3.995)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R² = 11.3%).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의차이를구간회귀분석(piece-

wise regression)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1에서부터 4.33까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β = 0.660, t = 10.096)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R² = 43.6%), 4.33부터 5까지는 직무

만족에 부의 영향(β = -0.457, t = 4.108)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R² = 20.9%).

여성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1부터 3.33까지

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β = 0.629, t = 4.70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² = 39.6%), 3.33부터 5

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부의 영

향(β = -0.148, t = 2.48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R² = 2.2%). 분석결과는 <Figure 4>, <Figure

5>와 같다.

4.3.4 분석결과 논의

(1) 비선형적 역U자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은 직무만

족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러

나 데이터 분석결과,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은 어느 수준까지는 직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

서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그 이유를 소

속과 분리의 균형 욕구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Baumeister and Leary[1995]에 따르면

인간은 대인적 애착 형성 욕구가 있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적 유대감을

쌓아소속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DeCremer and

Leonardelli[2003]에 따르면 소속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낮다[Lee and

Robbins, 1998; Lin and Hu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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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Baxter and Montgomery[1997]에 따

르면 인간은 집단 내 사람들과 지나치게 연결되면 분

리되려는 욕구가 있다. 지나친 연결로 인해 피로감,

사생활 침해, 개인 정체성 상실 등을 느끼기 때문이다.

Sonnentag et al.[2014]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

단의 구성원들과 과도하게 연결될수록 이들과의 분리

욕구가 높아진다. 이러한 분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만족이낮아진다[Sonnentag and Fritz, 2007;

Fritz et al., 2010; White, 2011].

셋째, 관계적 변증법(relational dialectics)에

따르면 인간은 상반된 두 가지 욕구의 균형을 찾으려

한다. 연결이 낮으면 연결되려 하며, 연결이 높으면

분리되려 한다[Baxter and montgomery, 1997].

Schopenhauer[1851], Freud[1975]가 제시한 고

슴도치의 딜레마(Hedgehog’s dilemma)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

리를 두고 싶어 하며, 이러한 욕구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만족한다.

이러한 소속․분리균형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해

석하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4.33에 이르는 점

이 균형이고 이 지점에서 직무만족이 가장 높다. 본 연

구에서 ‘4’는 ‘그렇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직은 연결

되지 않을 권리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적정 수준을 지

나치게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비선형적 역U자 남녀 차이 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은 남성은 권리 인식 수준 4.33을 기점으로 증가하

다 급감하는 반면, 여성은 권리 인식 수준 3.33을 기

점으로 증가하다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정(+)에서 부(-)로 변경되는 지점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부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이 성과를 중시하고[Gilligan, 1982],

여성이타인과의관계를중시하는[Bakan, 1966; Carl-

son, 1971; Gill et al., 1987] 특성이 반영되어 나

타난 것이라 볼 수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지능이

더 높고[Tak, 2007] 연결의 수용력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조직

에서 연결되지 않은 권리 인식을 관리할 때 성별 차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5. 결 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 내 연결, IT초연결 환경 및

직장 밖 연결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과 이러한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설

문을 배포하여 400개의 데이터를 회수하여 연구모형

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장 내에서 상사와 업무로 연결될

수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낮아지는 나타났다.

둘째, IT초연결 환경이 심화될수록 연결되지 않을 권

리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 밖에

서 상사와 업무로 연결될수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

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은 어느 수준까지는 직무만족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은 증가하다 급감하는 반면, 여성

은 증가하다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 인식이 조직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

리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규명하였고, 결과적으

로 이러한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역U자 곡선을 보였다. 즉, 연결되

지 않을 권리 인식이 어느 수준까지는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직

무만족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급 조직마다 최적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 수준이

있고, 이를 찾아서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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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

식의 순기능 및 역기능을 고려한 조직 관리방안을 수

립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성별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

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부분에서 변곡점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직

급별 특성을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있

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신입

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급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성별, 직급 이외에도 기업

의 규모나 업종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직급별,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조절효과 분

석하는 것을 향후의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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