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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018년 실시된 주 52시간 상한제가 초과 근무를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014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
반으로 화이트칼라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의 일과 후 초과근무가 젠더, 야근 여부, 근무장소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전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19년에 야근자 비율 및 야근시간의 전체 평균은 감소하
였고, 야근자들의 평균 야근시간 및 하루근무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야근자 집단의 하루 근무
시간 평균은 소폭 증가함으로써 야간근무자 중 일부가 2019년에는 비야간근무자 집단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종별 비교에서는 사무직이 야간 초과근무 시간량에 있어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지만, 장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4년 대비 2019년에 직장에서의 야근 시간은 감소한 반
면 집이나 실내에서의 야근 시간은 증가함으로써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제 업무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보다
는 직장에서의 근무시간량만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야간 초과근무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직종, 야간 근무장소 등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관적인 행복 척
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야간근무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화이트칼라의 경우 야근이 관행이나 눈치에 의해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해 보다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주 52시간 상한제, 화이트칼라, 야간근무, 초과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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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주당 

최대 법정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감소하였고, 이의 시행은 2018년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2021년 7
월 1일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제’는 이전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는 달리 최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1), 이는 오랜 법정근로시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의 실제 연간 노동시간
이 최근까지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고,2) 그 주된 요인으로 과도하게 긴 
초과근로시간의 존재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노용진, 2013: 68). 2016년 대한상공회
의소와 맥킨지가 발간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보고서에서는 주 5일 평균 2.3
일 야근을 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1년은 OECD회원국 평균 대비 14개월에 해당하지만 노동생산
성은 34개국 중 25위라고 밝히면서, 응답 근로자들이 꼽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기업문화는 
‘습관적 야근’이고 그 뒤를 이어 비효율적 회의, 불통의 업무방식 등이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주
요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3) 초과근무로 야기되는 장시간 근로가 사회적인 의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근로시간 사용의 문제를 넘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과 직결
되어 결국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의 
문제는 이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실제 생활시간의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한 영
역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신경아, 2009), 이를 위해서는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소위 야근이라 통틀어 일컬어지는 일과 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및 생산성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나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
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은 하나의 시간 영역으로서의 전체 근로시간량이 생활만족도, 시간압박감, 또는 기타 생
활시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기는 했으나(배규식 외, 2013; 차승은, 
2014), 정작 근로시간 장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과근무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1) 이러한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큰 
의미의 혼동이 없다는 판단하에 주 52시간제,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상한제 등과 혼용해서 쓴다. 

2)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3) 대한상공회의소(2016). 상명하복, 야근 등 후진적 문화에 병든 韓기업... 조직건강 ‘빨간불’.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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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았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전 대부분의 관련 국내 연구들에서는 전체 유급노동
시간량으로부터 초과근무시간량을 분리하여 분석한 시도도 드물었고, 그렇기에 초과 근로시간 
및 행위 자체의 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과되기도 하였다.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시간 연구에 있어 시간대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이진우, 금종예, 2021; 이승호, 박미진, 2017; 심재선, 김호연 
2021; 신영민 2021),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완화시키고 이를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삶
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들의 일과 후 초과근무는 젠더, 야근 여부, 근무장소에 따라 구
분된 집단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또 그것이 2018년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에는 실제 어
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구조화된 한국 사
회 및 가정의 생활시간체계에 주 52시간제라는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사회 정책에 관심
을 가지는 이유는 노동 투입 위주의 생산을 통해 산업화를 이룬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 그 압
축 성장 과정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된 장시간 노동체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러
한 구조에 맞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끊임없는 사회적 노
력들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체제가 뿌리 깊은 한국의 현실에
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입법 취지와 현실 간에 괴리 또는 일시적 지체 현상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 정도 반영된 정책적 기준점이자 이른바 ‘저
녁이 있는 삶’을 향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과후 초과근무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시간 근로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 52시간제의 정
착과 일･생활 균형에 관련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주 52시간제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본 연구는 정책이 실시된 이후 현
실에 반영된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중간 점검하고 그로부터 본래
의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초과근무 
시간량 분석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생활시간 분석 및 연구
에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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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한국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

유에서 주로 블루칼라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첫째, 온건한 사회개혁을 선호하고 노조에 대해 
도구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한국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김유선, 김종진, 홍주환, 2006; 홍두승, 
2005)은 국가와 자본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체
제를 수용하고 내면화(구은회, 2015)해왔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 투쟁에 가시적으로 앞장서 온 
생산직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화이트칼라 근로자들
의 노동시간 문제는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에 관대했던 법
적, 제도적, 관행적 특징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들은 산발
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독립적인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블루칼라와 구별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특성에 의해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대
한 통계 자료나 그에 기초한 연구 역시 아직까지도 충분히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 
완성형 직무가 많은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업무 반복이 대부분인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제대로 된 투입 대비 생산성 측정과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을 미리 정하여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방
식의 임금계약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초과근무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도 하였다(신은종, 2011). 따라서 본 연
구는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그동안 장시간 노동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한국의 화이트
칼라 근로자를 재조명하여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지속적인 법정근로시간 감축 노력에도 현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이 간과 또는 묵과되어 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때 
현대 도시 근로자의 상징이자 한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여겨졌던 화이트칼라는 1987
년 이후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또는 퇴직권고의 유행이 암시
하듯 정작 이들의 고용지속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노동계에서도 ‘먹고살 만한 집단’으로 
치부되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이 블루칼라 대비 근로조건의 역전현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통념적으로 화이트칼라는 높은 소득과 직업 안정성,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
과 승진기회, 그리고 업무 수행 및 시간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권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 물론 이는 시대적 조건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에 화이트칼라
라는 집단에 특정된 항구적 특성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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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화이트칼라는 업무 자체가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의 핵심적 기
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직장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장 생산라인의 반복적인 정형 근로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배분이나 작업의 선택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화이
트칼라 근로자들의 야근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 검증
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체제 유산 속에서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변화를 둘러싼 거시
적, 구조적 차원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정책이 생활시간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미치
는 영향에 관련된 이론적 흐름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
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관련 연구 질문
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장시간 근로체제의 유산과 주 52시간제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은 다양한 요소와 맥락들이 얽히면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것

이기에 그에 대한 기존의 설명 역시 제도주의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
져 왔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노조 및 단체협약의 존재, 규제의 강도, 가족제도의 영향 등에 초
점을 맞추는 반면(배규식, 2012), 경제적 시각은 법적 규제보다는 경기변동이나 산업, 업종 차
원의 경제적 변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노용진, 2013; 
Lee et al., 2007). 한 편 장시간 노동을 조직에 대한 헌신성으로 간주하는 기업 문화나 근면함
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초과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대한상공회의소, 
2016). 이러한 논의들을 한국에 투영해 보면, 제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의 상황은 근로자 보호
를 위해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법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
적인 측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관행들이 규제를 벗어나 지속될 수 있
었다고 볼 수 있으며(배규식, 2012; 이승현, 2009),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게 
책정된 초과근무 관련 수당 등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김승택, 
2011). 그러나 근로시간 관련 제도화가 아직 비교적 성숙되지 못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생활
시간배분이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각만으로는 장
시간 근로제체의 지속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근
로시간 단축 정책의 변화와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근로시장환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구조적 편향(Scho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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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위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주도 압축 산업화 과정이 낳은 특수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 재건을 위해서 인적 
자원 투입에 대부분 의존했던 한국의 산업화 단계에서는 저임금의 장시간 근로체제가 지배적
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1970년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경제발전과 소득성장의 원천이며 근로시간의 단축은 곧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회적 인식
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나아가 이를 근면함으로 받아들이는 근로문화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
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짧고 신속한 납품체계를 토대로 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
조, 전일제 정규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용 시스템 및 관행, 남성 외벌이 가족고용모델’ 등을 
배경으로 장시간 노동체제가 형성되었다(배규식, 2013: 7-8).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진통은 이러한 한국형 장시간 노동체제와 이를 
뒷받침했던 성장 일변도 인식의 뿌리 깊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주 40시간으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결국 주 5일 근
무와 함께 새로운 근로패턴으로 한국 사회에 연착륙하기는 하였지만,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
간 근로시간은 2014년에 2,076시간(OECD 평균 1,764시간의 1.18배)으로 OECD 국가들 중 멕
시코에 이어 2위 수준(OECD 최저 노르웨이 1,390시간의 1.49배)이었고, 2019년에는 1,967시
간(OECD 평균 1,743시간의 1.13배)으로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콜롬비아, 멕시코 다음으로 3
위를 차지(OECD 최저 덴마크 1,382시간의 1.42배)하고 있다.4) 이러한 통계는 기업 생태계에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장시간 근로 문화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실제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일상적인 초과근로, 즉 평일연장근로와 휴일 특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김승택, 2019).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제도
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배경에 
최소 고용 유지 성향의 노동시장을 형성시켜 근로시간 단축의 폭을 제한했었던 1997년 외환위
기의 여파도 있었지만(김승택, 2019), 교대제도, 포괄임금제도, 근로시간 특례제도, 노사담합과 
법위반에 관대한 노동행정, 전일제 중심 고용시스템 등 한국형 인사노무관리 관행과 제도적 특
성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허재준, 2013).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발전모델로서의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를 해소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적, 정치적 진통과 함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 있는 삶 확보와 노동의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노동조건 개선
에 목적을 두었던 1989-1991년 주 44시간제와 일자리 나누기 수단이었던 2004-2011년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논의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목표를 두었다면(이정아, 김수현, 2015), 2018년 

4)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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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명확하게 입
법화하고, 기존 26개였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공휴일 적용을 민간에
까지 확대하는 등 법정시간 외의 초과근로를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 하나의 커다
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손지현, 2020). 그러나 장시간 근로체제 개선의 제도화 과
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취지나 지향성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사이에는 상당
한 괴리 또는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아, 김수현, 2015). 즉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
간 규범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실제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차원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근로시
간 단축 정책의 고용창출효과 등 문제들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김근주, 2019).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장시간 근로체제의 원인과 함
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의 법제도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해온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작 근로시간의 정의, 측정, 관리 문제에 관심을 둔 연
구는 아직 많지 않다. 최근의 주 52시간 상한제는 작업장에서나 관련 연구에 있어서 근로시간
의 실질적인 경계를 고민하고,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김승택, 2019). 그렇다면 그동안 근로시간 측정 및 임금 
산정 차원에 있어 사각 지대에 있었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양태는 주 52시간 상
한제 시행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 기업이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무로 산정되
는 초과근무시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법정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하는 작업장을 벗어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
은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응답자의 이틀간의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조
사･발표하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첫 번째 목적은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들의 일과 후 초과
근무시간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이전인 2014년과 이후인 2019년 데이터 
사이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일･생활 균형(WLB)과 생활시간배분 체계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체제 및 관행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랜 진

통 속에서도 양적인 차원에서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며, 최근에는 점차 질적인 차원에서 



86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1호

실질적인 개선을 담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일･생
활 균형 개념이다.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 지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장소 및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장수정, 2007),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왔었던 근로시간이 그 균형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과 일･생활 균형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의 다차원성에 기초
하여 전개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은 양적 측면의 근로시간과 질적 측면의 근로시간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양적 시간이란 주당 평균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의 양을 가리
키는 반면, 질적 측면에서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과 같은 객관적 특징과 
시간압박감과 같은 주관적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권소영, 2019). 이러한 개념 구
분에 따라 기존 연구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근로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는 첫째, 근로시간의 양과 일･생활 갈등을 
다룬 연구(박기남, 2009; 이재림, 손서희, 2013), 둘째, 근로시간과 가사, 돌봄, 여가시간 등 근
로 외 생활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창순, 2014; 김소영, 2016; 박민정, 윤소영, 2013), 
셋째, 초과근무나 근로시간 양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
구(배규식 외, 2013; 정우식, 김강식, 2014) 등이 있다. 이들은 장시간 근로가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도를 저해한다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근로시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간과함으로써 근로시간과 다른 생활시간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대나 근로시간 유연성과 같이 근로시간의 질적인 특징을 다룬 문헌들이 
있는데, 주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근무 시간량
이 동일하더라도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입
각하여 비표준 근로시간대 근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Strazdins et al, 2006), 근로시간량과 시간
대에 대한 선택권 또는 통제권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향후 일･생활 양립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Gerstel and Clawson, 2015)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
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일･생활 양립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 편 
여성의 무급노동을 증가시켜 오히려 젠더 불평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윤자영, 
임주리, 2014). 그러나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은 아직까지 개인의 선택이나 사
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직종 및 직업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한 준, 
2011). 본 연구는 출퇴근 시간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정규직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
들의 초과근무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근로시간의 유연성보다는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 근무시



한국 화이트칼라 전일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야간초과근무에 관한 연구: 2014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비교 분석  87

간대에 관심을 두기로 한다.
시간빈곤(time poverty) 개념을 중심으로도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먼저 근로시간

량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차이와 주관적 시간부족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고(김
진욱, 고은주, 2015; 김진원, 2019; 차승은, 2015), 하루 총 1,440분에서 개인유지시간(신체적 
시간), 무급노동시간(사회적 시간), 유급노동시간(경제적 시간)을 뺀 ‘재량시간(dicretionary 
time)’ 개념(Goodin et al., 2008)을 바탕으로 시간빈곤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성별,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시킨 연구들도 있다(Vickery, 1977; 노혜진, 2013). 단순한 근로시
간의 양 이외에도 비표준시간대의 노동(Craig and Brown, 2017; Bittman and Wajcman, 
2000), 자유시간의 시간대, 불연속성이나 동시행동 여부(Bittman, 2005;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이경희, 김근주, 2018) 등 질적 차이에도 주목하기 시작하
였다. 이 밖에도 시간배분 및 사용의 주요 구조화 요인으로서 젠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이중역할 분담 문제와 시간압박감, 여가 및 개
인관리시간의 부족 등을 다루고 있다(손문금, 2005; 이승미, 이현아, 2011; 김수정, 김은지, 
2007).

양적 자료에 기초하여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다룬 최근
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단순한 시간량에 기초한 분석보다는 보다 질적인 비교 차원에서 접근하
려는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하나의 변수로서의 유급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이 아닌 별도 독립된 연구대상으로서 초과근무 시간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KTUS)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변화 및 만족도 변화, 그리고 동일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초
과근로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퇴근시간과 일과후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배분이나 ‘시
간빈곤인’의 노동시간 배분 및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단축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장시간 근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근로시간이 수렴하고(심재선, 김호현, 2021), 가구 수준에서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주당 초과근로시간 격차가 감소(이진우, 금종예, 2021)하는 등 남성부양자 
중심의 장시간 근로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 또는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편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일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 등 소위 ‘비사회적 시간’을 분석
한 연구들은 패널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성을 통시적 차원에서 검증
하기 보다는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과 야간근무 후 늦게 퇴근하는 집단 간(이승호, 박미진, 
2017), 시간빈곤집단과 시간비빈곤 집단 간(신영민, 2021) 횡단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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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데이터와 분석 초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을 관통하는 지향점은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로 인한 또는 그 전후의 비사회적 시간대에 있어 유급노동시간 배치형태의 변화와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가구 차원에서의 생활시간배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어
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아직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단순 양적 시간에 더해 점차 질적 차원
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몇 차
례의 입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인당 평균 근로시간에 있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관련 제도의 평가, 장시간 근로 문제의 진단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단순한 법정근로시간량 단축의 차원에서 벗어나 일･생활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근로시
간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규직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들의 초과근무가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는 초과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초과근무가 이
루어지는 시간대와 장소까지 포함한다. 유럽의 국가별 노동시간체제(working-time regime)의 
차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시공간적 유연성
의 지표로 근무시간량(duration) 이외에도 근무시간대(timing), 노동강도(tempo), 근무시간 재
량권(autonomy), 근무장소(place) 등 다차원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Anttila et al., 
2015),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기에 노동강
도나 근무시간 재량권보다는 초과근무의 시간대 및 근무장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간량 비교만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에 합류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본 연구
의 연구 질문을 종합하면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양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야간근무자와 비야간근무자, 화이트칼라 내 직종별, 야근 장소별, 그리고 성별로 어떠한 차이
가 있으며, 이러한 세부집단별 차이는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주관적 
행복 척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전후로 어
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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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의 화이트칼라 정규직 전일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과근무시
간을 분석하고 있다. ‘화이트칼라(white-collar)’는 작업복 이미지상 ‘블루 칼라(blue-collar)’와 
대비하여 땀과 기름에 젖지 않는 간접 생산 부문, 즉 사무･관리･전문직을 통칭하는 편의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으로써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란 정신노동의 
종사자로 규정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4: 11). 본 연구가 상용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사상 지위를 가진 집단들보다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 유형의 차
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과 자율성이 높고,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시간이 표준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승렬, 
2018; 진미정, 2015; 성지미, 2002). 그러면서도 본 연구는 이 대상 집단 내에서도 직업 분류(관
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따른 차이, 야근자와 비야근자 간 차이, 야근 장소별 차이, 젠더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초과근무 시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초과근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
외근무’ 또는 ‘잔업’으로도 불리운다(조태준, 김상우, 2019: 238). 본 연구는 대상 시간대를 오
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시간대 개념이 아니라, 주 52
시간제 준수를 선도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9시 평일 본사 전체 
소등 시각5)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정의된 ‘야간근로’ 시간대(밤 10
시-익일 새벽 6시) 중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잔업의 개념이기 보다는 교
대근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야간근무’라는 용
어는 그 시간대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관계없이 ‘일과 후 잔업을 위한 시간외근무’라는 개념
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의 저녁시간대가 중요한 이유는 전
일제 임금노동자들이 평일 하루 중 가족 돌봄 및 개인유지, 여가를 위한 시간배분이 유일하게 
가능하면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사회적’
인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일을 하는 저녁시간대를 ‘비사회적 근무시간(unsocial 
working hours)’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생활시간과의 조화로운 배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개개 생활시간을 개인화시키는 시간대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5) http://worklife.kr/website/index/m1/campaign_point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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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 schedule’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대의 근무에 대한 연구는 타인과의 시간대 
불일치로 인한 ‘비사회적’ 결과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주로 해외 선진국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초과 또는 연장근무의 맥락에서가 아닌 교대근무 직종 
종사자들의 저녁 또는 야간시간대 근무시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의 야근, 즉 일과 후 초과근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
의 생활시간조사 자료, 그 중에서도 주 52시간제 전후의 근무시간 비교를 위하여 2014년과 
2019년 자료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관행의 문제
가 법정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기에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실
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과 같
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위해 잔업이 없어도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
종 있어 평가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최종결과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바(우광
호 2015, 344),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일’이라는 행동 분류 항목을 선택해 기입한 시
간일지야말로 근로자 개인의 근무시간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규모를 가진 생활시간조사의 데이터는 직접 설문
에 의한 자기기입(self-reported) 방식으로 산출된 데이터보다는 사회적 규범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따른 노동시간 과다 추정(overestimate)의 문제6)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Robinson & Bostrom, 1994; 손문금,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집단, 즉 화이트칼라 전일제 상용임금근로자 표본은 주말이 아닌 평일
에 응답한 10세 이상 65세 미만 경제활동연령 인구 중 조사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종사자이면서 취업 형태를 전일제, 그리고 근무직업코드를 관리직, 전문직, 또는 
사무직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따라 추출되었고, 밤 시간에 주로 근무하는 교대제 또는 
유연근무 근로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 출근한 사람이라는 조건
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데이터로부터는 2,539명, 2019년에는 2,465명의 생활일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야간 시간에 이루어지는 초과근무, 즉 야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
고 사전 분석 결과 블루칼라 대비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주말 근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기7) 때문에 주말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활

6) 로빈슨(Robinson, J.P)은 자기기입식 질문법 설문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노동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노동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자신의 노동시간을 과대 평가해서 보고하는 편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7)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2014, 2019 모두 블루칼라(서비스업, 판매업, 농수산업,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업종
의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휴일 근무 비율이 25%로 나타난 반면, 화이트칼라는 15%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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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측
정 및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각종 교통 및 문화 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통계청, 
2019)”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약 
12,435 표본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계절요
인과 시간활용 형태 분석을 위해 7월, 9월, 11월에 각각 10일 간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방법으로 가구관련 항목과 개인관련 항목은 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시간일지는 응답자
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이루어진다. 총 조사문항은 2014년 32개(가구관련 10개, 개인관
련 13개, 시간일지 9개), 2019년 37개(가구관련 12개, 개인관련 14개, 시간일지 11개)로 이전 
조사 대비 2019년 조사에서 가구관련사항에 ‘주간 돌봄 형태,’ 개인관련사항에 ‘여가만족도’, 
그리고 시간일지에 ‘주/동시 행동 시 ICT기기 이용’과 ‘시간활용 기분상태’ 등이 새롭게 추가되
었고, 행동분류도 2014년의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에서 2019년 9개 대분류, 
45개 중분류, 153개 소분류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응답자가 138-153
개로 세분화된 행동분류 중에서 조사 당일에 자신이 한 행동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선택하여 
10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행위와 조사 응답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다른 어떤 데이터들보다 응답자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크게 시간량 데이터와 시간대 데이터, 그리고 가구정보 데이터로 구성
되어 있다. 응답자가 10분 단위로 직접 자신의 행동을 기록한 시간일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원
자료가 시간대 데이터인 반면, 시간량 데이터는 응답자별로 특정 행동에 사용된 시간량을 파악
할 수 있게 원자료를 2차 가공한 형태의 자료이다. 저녁 시간대 근무시간을 분석하는 본 연구
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량 데이터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생활시
간조사의 시간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일과 후 초과근무의 양태 즉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시
간대 일하는 시간의 양, 일하는 장소, 퇴근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 
데이터는 각 10분 단위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정보, 그
리고 2019년 자료부터는 각 행위에서의 ICT 기기 사용여부와 사용기기 종류 정보까지 제공하
고 있다. 가구정보 데이터는 가구 단위로 10세 미만 자녀를 포함 가구구성원을 파악하는데 사
용된다. 본 연구는 야간 초과근무 시간대라고 설정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의 근무 횟수 또는 
시간량, 그리고 근무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시간대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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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및 주요 변수의 측정
평일 일과 후 초과근무 자체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전체 분석 대상 중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생활
시간조사 2014년과 2019년 각각의 데이터와 두 해 자료의 병합표본(pooled sample)을 기반으
로 다음 두 가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기술통계 차원에서 화이트칼라 전일제 정규직 임
금근로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살펴본 후, 대상 집단을 야간근무 여부, 세부 직종, 근무 장소의 기준으로 세분하여 세부
집단별 분포와 야간근무시간량은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시기
별 세부집단 내에서도 젠더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둘째, 야간근무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야근시간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야근시간은 시간부족, 피로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도 별도의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 역시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4년과 2019년 자료 분석 결과의 차이가 상당 부분 주 
52시간 상한제의 영향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모두 2018년 정책 
시행만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변동으로 인한 단기 변화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고(김승택, 2019: 40),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근로
시간의 감축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 52시간 상한제의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저출산
(손지헌, 2020; 유계숙, 2012)이나 최저임금 상승 문제(김강식, 2014; 조경엽, 2018; 김대일, 
2021)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 요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
한제가 기존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냈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감소 추세의 가속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시간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
른 연구들에 뒷받침되고 있다(이준민, 홍지훈, 2021). 본 연구와 유사하게 2017년과 2019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를 비교한 최근의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정책 적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미적용 사업장에서도 2015-2017년 구간 대비 2017-2019년에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
이 감소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시간량 차원에서의 감소 효과를 실증하였다(심재선, 김호연, 
2021). 이 연구는 일자리 만족도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는 아직 없었지만 해당 정책이 근로시간 
감소 차원에서는 노동 시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 본 연구의 분석 데
이터인 2019년 자료가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초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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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들의 구성과 측정 방법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의 종속
변수인 야근시간은 평일 저녁 7시부터 당일 자정 사이 발생한 유급노동관련 행위 누적건수에 
10분을 곱하여 산출하였지만 야간근무의 특성상 분포가 왼쪽에 치우치는 비대칭성을 띠기 때
문에 이를 로그변환한 후 비교하여 선택을 하였고, 야간근로시간이 0인 경우를 고려하여 로그
변환시 모든 값에 1을 더한 후 변환하였다. 두 번째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는 주관적 행복 척도인 시간부족감, 피로도,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는데, 시간부족감과 
피로도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는 서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재코딩하였다. 결과적으로 시
간부족감은 항상 여유있다는 느낌부터 4점 척도, 피로도는 전혀 피곤하지 않음부터 4점 척도, 
삶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부터 보통을 포함하여 5점 척도로 설정되었다.

두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 시간과 장소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
는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 돌봄자녀 유무,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분류, 개인소득, 조사요
일, 조사월, 조사년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38세에서 
40세 사이 화이트칼라 응답자의 야간근무시간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연령효과가 비선형일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곱항과 함께 투입하여 비교해보았다. 단, 기술통계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분석 결과 보고를 위해서 연령대 변수를 사용하였다. 건강상태 역시 야간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되어 포함시켰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재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졸, 2년제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코딩한 후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그
리고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으로 구성된 직업분류 변수는 사무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투입하
였다. 개인소득 변수는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에서 100만원 단위 총 9단계로 구별되어 있는 것
을 월500만 원 이상을 하나의 급간으로 통합하여 총 6단계로 재구분하였다. 가구특성 변수로
는 ‘맞벌이-미취학자녀’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즉 원자료의 혼인상태 변수에
서 미혼, 사별, 이혼을 ‘혼자’라는 하나의 변수 값으로 묶고, 기혼은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눈 다
음, 생활시간조사 ‘가구정보 데이터’와의 병합(merge)을 통해 가구내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
부를 기준으로 ‘외벌이-무(미취학)자녀’, ‘맞벌이-무(미취학)자녀’, ‘외벌이-유(미취학)자녀’, ‘맞
벌이-무(미취학)자녀’로 다시 구분한 뒤 ‘혼자’ 대비 각 세부집단들의 야간근무시간 차이를 살
펴보았다. 장소는 집, 직장, 실내, 이동, 기타로 재코딩하였는데, 이 중 ‘실내’는 2014년 데이터
에서 본인집, 직장‧학교, 이동수단, 남의집, 기타장소를 제외한 ‘식당‧주점’을, 2019년 데이터에
서는 자기집, 직장, 이동수단, 학교, 남의집, 기타(실외)를 제외한 기타(실내)로 정의한 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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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본인집, 실내, 기타장소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로부터 직
종의 산업 특성을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한적이나마 공기업과 사기업을 분
류한 사업체 형태 변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 데이터에는 해당 변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4와 2019 병합 표본(pooled sample)에서는 회귀식에 
조사년도 변수도 함께 투입하여 2014년 대비 2019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
보았고 더불어 조사요일과 조사월도 투입해보았다.

[표 1] 주요 변수의 구성과 측정
구분 변수명 측 정

표본 화이트칼라 전일제 
상용임금근로자

연령(10세 이상 65세 미만 경제활동연령) & 경제활동여부(일을 하였음) & 직업코
드(관리직･전문직･사무직) & 종사상지위(상용종사자) & 취업형태(전일제 근로) 
& 근무/등교(근무일) & 오전 6시~ 오전 11시 사이 출근

종속
변수

야근시간 (평일 저녁 7시~자정 사이 근무 행위 건수 × 10분)를 로그변환
시간부족 항상 여유 느낌=1 | 약간 여유 느낌=2 | 가끔 부족 느낌=3 | 항상 부족 느낌=4

피로함 정도 전혀 피곤하지 않음=1 | 거의 피곤하지 않음=2 | 조금 피곤함=3 | 매우 피곤함=4
삶의 만족도 매우 만족함=1 | 약간 만족함=2 | 보통=3 | 약간 불만족함=4 | 매우 불만족함=5

독립
변수

조사년도 2014년=1 | 2019년=2
조사월 7월=5 | 9월=6 | 11월=7

조사요일 화요일=1 | 수요일=2 | 목요일=3 | 금요일=4 | 토요일=5 | 일요일=6 | 월요일=7
연령(제곱항) 연령 | (연령2 / 100)

맞벌이-미취학자녀
외벌이 부부, 미취학자녀 없음=1 | 맞벌이 부부, 미취학자녀 없음=2 | 외벌이 부
부, 미취학자녀 있음=3 | 맞벌이 부부, 미취학자녀 있음=4 | 혼자(미혼/사별/이
혼)=5

건강상태 매우 나쁨=1 | 나쁨=2 | 보통=3 | 좋음=4 | 매우 좋음=5
교육수준 고졸 이하=1 | 2년제대졸=2 | 4년제대졸=3 | 대학원 이상=4
직업분류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사업체 형태(2019) 공기업(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1 | 사기업(개인사업체, 자영업체)=2
월평균 개인소득

(만원)
100 미만=1 | 100~200 미만=2 | 200~300 미만=3 | 300~400 미만=4 | 400~500 
미만=5 | 500 이상=6

야근자/비야근자 저녁 7시~자정 사이 근무했음=1 | 비야근자=0
근무 장소 본인집 | 직장 | 실내(식당, 카페) | 이동 | 기타(학교, 남의 집,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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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한국 화이트칼라 전일제 상용임금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2014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오전에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화
이트칼라 전일제 상용임금근로자의 수는 두 해 모두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 수의 약 10%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화이트칼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4 2019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n 　 1,502 1,037 2,539 名 　 1,378 1,087 2,465 名 　

59.16 40.84 100 % 55.90 44.10 100 %
연령 　 41.39 36.25 39.29 歲 ** 42.89 38.27 40.85 歲 **

연령분포
10~20대 9.52 29.22 17.57

% **
10.38 25.21 16.92

% **30대 35.69 31.53 33.99 28.81 30.08 29.37
40대 33.62 29.70 32.02 33.82 28.24 31.36

50~60대 21.17 9.55 16.42 27.00 16.47 22.35

맞벌이-
미취학자녀

외벌이, 무 30.89 6.65 20.99

% **

28.30 8.00 19.35

% **
맞벌이, 무 22.64 27.00 24.42 26.49 30.08 28.07
외벌이, 유 11.78 3.57 8.43 9.43 2.76 6.49
맞벌이, 유 15.51 19.58 17.17 15.31 16.84 15.98

혼자 19.17 43.20 28.99 20.46 42.32 30.10
건강상태 　 2.32 2.30 2.31 pt 　 3.55 3.36 3.47 pt **

교육수준
고졸 14.78 20.25 17.01

% **
13.13 16.84 14.77

% **2년제대졸 21.70 30.86 25.44 19.01 30.17 23.94
4년제대졸 48.27 37.99 44.07 50.94 42.59 47.26

대학원 15.25 10.90 13.47 16.91 10.40 14.04

직업분류
관리직 7.72 0.87 4.92

% **
11.18 2.85 7.51

% **전문직 34.02 49.28 40.25 37.23 46.09 41.14
사무직 58.26 49.86 54.82 51.60 51.06 51.36

사업체
형태

공기업 n/a n/a n/a % 89.33 82.89 86.49 % **사기업 n/a n/a n/a 10.67 17.11 13.51
개인소득†) 　 3.97 2.80 3.49 pt ** 4.31 3.15 3.80 pt **
주: * p < .05, ** p < .01
        †)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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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이트칼라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2014년 41%였다가 2019년에 44%로 소폭 상승하
였고, 평균 연령은 2014년에 36세에서 2019년에 38세로 높아졌지만 두 해 모두 남성보다 약 
4-5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별로 보면 두 해 모두 3-4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9년에 5-60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화이트칼라의 교육수준은 직업 
특성상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에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대상이 다른 근로자 집단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높은 학력
수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 2014년에 ‘나쁨’에서 2019년에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 상태를 보면 두 해 모두 남자의 경우 외벌이이면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미혼, 이혼, 사별을 포함한 ‘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젠더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년도 간 차이로는 성이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중이 2014년 대비 2019년에 3% 정도 감소하였다. 분석대상의 
직업분류별 분포는 두 해 모두 사무직 약 53%, 전문직 약 41%, 관리직 약 5-8%의 순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직업분류
별 남녀 구성비는 관리직이 2014년 92:8에서 2019년 83:17로 뚜렷한 완화 추세를 보이기는 했
지만 가장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다음은 사무직(2014년 63:37, 2019년 56:44), 그리고 성별 빈도
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직업은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
체의 형태는 2019년 데이터 기준 공기업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대상의 근무
시간 패턴을 9 to 5로 설정한 본 연구의 전제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화이트칼라의 개인
소득은 2014년 대비 5년 동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근무 빈도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별
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 언급하였듯 주말근무를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화이
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10% 정도 낮게 나타났다.

2) 세부집단별 야간근무 양태의 차이의 변화
화이트칼라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들의 야근근무 양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

구는 분석대상을 야간근무여부, 직종, 근무 장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세부집단을 구분
한 뒤 각 기준별 세부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2014년 대비 2019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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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야간근무자 대비 야간근무자의 비율과 근무시간 (2014 vs 2019)
　 2014 2019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야간

근무자
전 체 1,502 1,037 2,539 名

**
1,378 1,087 2,465 名

**야간근무자 483 203 686 名 320 121 441 名
야간근무자 비율 32.16 19.58 27.02 % 23.22 11.13 17.89 %

야근시간 
평균

전 체 30.39 15.36 24.25 分 ** 21.67 8.62 15.91 分 **
야간근무자 94.49 78.47 89.75 分 ** 93.31 77.44 88.96 分 *

하루 
총근무시간

전 체 461.56 434.87 450.66 分 ** 457.10 432.43 446.22 分 **
(a) 야간근무자 551.68 531.53 545.71 分 * 563.63 531.98 554.94 分 **
(b) 비야간근무자 418.84 412.34 415.47 分 424.87 419.96 422.53 分

(a)-(b) 132.84 119.19 130.24 分 N/A 138.76 122.02 132.41 分 N/A　
주: * p < .05, ** p < .01

먼저 분석대상을 야간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야간근로자와 비야간근로자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째, 전체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 대비 야간근로자의 
비율은 2014년 27.02%에서 2019년에 17.89%로 약 9% 이상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연도별 차이 
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적어도 화이트칼라 직업군 사업장에서 실
제로 야간근무에 대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의 대
상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가 사기업 대비 공기업 비중이 86%에 이르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2018년에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야근자 비율
의 감소 수치는 설득력이 있다. 2014년 대비 2019년의 야근자 비율의 감소폭은 남녀가 유사하
게 나타났지만, 각 해의 야근자 수를 보면 남성이 여성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젠더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2019년에 이르러 야간근로자의 수와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남녀 간 야근자 비율의 격차에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분석대상 전체의 평균 야근시간은 2014년 대비 2019년에 34% 감소하였으나 야근자들
의 평균 야근시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야근자들의 야근시간 평균의 연도 기준 차이검정
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의 야
간근로자들이 비야간근로자의 범주로 합류하여 야간근로자들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야근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야간근로자들의 평균 야근시간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화이트칼
라 전체와 야간근무자 집단 모두 평균 야간근무시간에 있어 2014에 이어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젠더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야근시간의 분석이 곧 장시간근로에 대한 분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야간근무자와 비야간근무자 간 하루 총근무시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2014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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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두 야간근무자가 비야간근무자에 비해 하루 2시간가량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지만, 2019년에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2014년 대비 2019년에 화이트칼라 표본 전체와 야간
근로자들의 하루 총근로시간 평균은 수치상으로 남녀 모두 미세하게 감소세를 보인 반면, 비야
간근무자 집단은 하루근무시간 평균이 7분 정도 늘어났고 두 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의 야간근무자들이 2019년에 비야간근무자 집단으로 편입되면서 
예전 야간시간대에 했던 업무를 보다 압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간근무시간대 허용 범위 내
에서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4] 직종별 야간근무양태 (2014 vs 2019)
　 2014 2019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1) 야간근무

자
직종 비율

관리직 7.87 0 5.54
% **

10.94 4.13 9.07
%전문직 34.16 54.19 40.09 42.81 50.41 44.90

사무직 57.97 45.81 54.37 46.25 45.45 46.03
(2) 직종별 야근자 
비율
샘플
야근자수

× 

관리직 32.76 0 30.40
% N/A

22.73 16.13 21.62
% N/A전문직 32.29 21.53 26.91 26.71 12.18 19.53

사무직 32.00 17.99 26.80 20.82 9.91 16.03
(3) 직종별 
야근시간평균

관리직 24.74 0 22.96
分

- 20.65 15.16 19.73
分전문직 34.09 18.20 26.14 ** 27.56 8.98 18.38 **

사무직 28.97 12.82 22.97 ** 17.63 7.93 13.38 **
주: * p < .05, ** p < .01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두 번째 기준인 직종별로 분석대상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으로 나누어 야간근무 양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보았듯 2019년에 전반적
인 야근자 비율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과 2019년 모두 남성은 사무직이, 여
성은 전문직이 야근자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 와서 직종 간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주 52시간 상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무직에서의 특히 
남성의 야근자 감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직종별로 야간근무자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를 살펴보면 2014년 사례가 없었던 여성 관리직을 제외하면 모든 직종에서 남녀 모두 야간근
무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셋째, 야근시간 평균 역시 2019년으로 오면서 모든 직
종에서 전반적으로 4-8분 정도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 대비 2019년 야간근무 감소 현
상은 사무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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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소별 야간근무행태 (2014 vs 2019)
　 　 2014 2019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남성 여성 전체 단위 p값
(1)

야근장소별
야간근무자 

야근시간량 평균

집 4.80 10.79 6.57
分

** 6.53 17.44 9.52
分

**
직장 75.13 56.60 69.65 ** 66.94 44.05 60.66 **
실내 10.52 5.86 9.14 18.56 14.96 17.57
기타 4.04 5.22 4.39 1.28 0.99 1.20

(2)
야근장소별
야간근무자
직종 분포

집
관리직 13.16 0 6.17

% **
5.88 5.88 5.88

%전문직 47.37 79.07 64.20 61.76 70.59 66.18
사무직 39.47 20.93 29.63 32.35 23.53 27.94

직장
관리직 6.20 0 4.56

% **
9.38 2.99 7.90

%전문직 34.11 46.04 37.26 44.64 43.28 44.33
사무직 59.69 53.96 58.17 45.98 53.73 47.77

실내
관리직 16.98 0 13.43

%
16.18 4.55 13.33

%전문직 26.42 57.14 32.84 30.88 45.45 34.44
사무직 56.60 42.86 53.73 52.94 50.00 52.22

주: * p < .05, ** p < .01

장소별로 야간근무행태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별 야간근무
자 야근시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직장에서의 야근 시간은 남녀 모
두 감소한 반면 집이나 실내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내에서의 
야근 시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귀가 후 가사업무와 병행이 어려운 여성의 경우 카페와 같은 공간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결과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직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서 잔업을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재택 또는 유연근무제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침 시간 출근이라는 조건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이러
한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지만, 분석 결과와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의 영향인지 아니면 해당 제도로 확대된 유연근무제의 영향인지를 구분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소별로 야간근무자 직종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집에서의 야간근무는 남녀 모두 
전문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에 이르러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한 반
면, 2019년 여성의 경우 분석대상 시간대 자택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야간근무자 중에서 2014년 남녀 모두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9년에 순위는 유지되었으나 그 비율이 특히 남성 사무직에서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18년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사업장 근로자들의 남녀 비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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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내에서 일한 야간근무자 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에 남성은 증가하고 여
성은 감소한 반면, 사무직 비율은 반대로 남성은 감소하고 여성이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
할 만한 결과는 2014년 직장에서 야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사무직이었으나 2019년에 이
르러 그 비율이 상당 부분 감소하여 전문직에 못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무직 직장에
서 야근 제한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에 비해서 2019년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완만하지만 야간근무시간의 감소 추세를 반
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무직의 경우 직장에서의 야근 시간은 감소하고 집이나 실내에서의 야근 시간이 증
가한 것은 업무량 감축과는 별개로 직장에서의 근무시간량만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와 근무시
간 내 업무 완수를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의 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전 사
업장에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국 특색적인 직장 문화 관습으
로 지속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3) 회귀분석
분석대상의 야간근무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그에 연관성을 가지는 변

인들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의 야간근무시간량의 경
우 퇴근시간 직후에 많이 치우쳐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그변환을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표 6] 야간근무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2014년과 2019년 개별 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기본 로그변환

2014　 2019 2014　 2019　

야간
근무
시간

성(vs 남성) 여성　 -15.931 ** -10.730 ** -0.577 ** -0.433 **
연령 　 0.914 1.695 ** 0.027 0.047 *
연령제곱항 　 -1.733 -2.293 ** -0.060 -0.069 *
맞벌이-미취학자녀
(vs 혼자) 외벌이-무자녀 -0.050 2.968 -0.004 0.161

맞벌이-무자녀 -5.678 * 0.148 -0.203 0.057
외벌이-유자녀 -0.811 -6.365 0.030 -0.152
맞벌이-유자녀 -1.981 -2.567 -0.096 -0.041

건강 　 1.147 -2.865 ** 0.026 -0.125 **
교육수준 2년제대졸 2.632 -4.100 0.040 -0.130
(vs 고졸) 4년제대졸 3.654 -2.336 0.090 -0.096
　 대학원졸 7.950 * -0.756 0.209 -0.055
사업체형태 (vs 공기업) 사기업 n/a -1.828 n/a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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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결과를 보면 2014년에는 성별과 교육수준, 야간근무장소 등이 야간근무시간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9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어릴수록,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야간근무시간이 적었고, 사무직 대비 전문직일수록 야근이 많았다. 성별 야근시간
량 격차는 2019년에 감소하였으며,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야근시간이 직장에서의 야근시간보
다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고 2019년에 그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부족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맞벌이 부부라든가 돌봄필요 가구원의 존재가 야근시간량과도 
역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분석 결과 맞벌이 여부와 미취학자녀 유무는 야근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야간근무시간량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주요 
변인은 성별과 직종, 야근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14년과 2019년 데이터 각각
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데이
터를 병합한 후 year 변수를 투입하여 정책의 전과 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직업분류 관리직 -5.309 0.198 -0.087 -0.015
(vs 사무직) 전문직 2.734 4.084 ** -0.004 0.128 *
개인소득 　 -0.377 1.182 0.015 0.065 *
조사월(vs 7월) 9월 0.173 2.030 0.043 0.103

11월 -2.947 1.673 -0.125 0.067

조사요일(vs 화요일)
목요일 0.002 -0.764 0.000 -0.050
금요일 -5.306 * -2.802 -0.136 -0.138
토요일 -5.821 -4.543 -0.427 ** -0.291 **
일요일 7.623 8.953 * 0.242 0.396 *

야간근무장소 본인집 0.820 ** 0.959 ** 0.046 ** 0.044 **
(vs 직장) 실내 0.889 ** 0.894 ** 0.030 ** 0.034 **

기타 0.912 ** 0.964 ** 0.032 ** 0.033 **
　 　
　 R2 0.2019 0.2867 0.2197 0.3019
　 N 2,539 2,465 2,539 2,465

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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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야간근무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2014-2019 pooled sample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기본

야간근무시간

성(vs 남성) 여성　 -12.961 **
연령 　 1.355 **
연령제곱항 　 -2.048 **
맞벌이-미취학자녀
(vs 혼자) 외벌이-무자녀 1.596

맞벌이-무자녀 -2.533
외벌이-유자녀 -3.508
맞벌이-유자녀 -2.681

건강 　 0.051
교육수준 2년제대졸 -0.013
(vs 고졸) 4년제대졸 1.116
　 대학원졸 3.768
직업분류 관리직 -1.889
(vs 사무직) 전문직 3.410 **
개인소득 　 0.301
조사월(vs 7월) 9월 1.359

11월 -0.368

조사요일(vs 화요일)
목요일 -0.333
금요일 -3.958 *
토요일 -4.901 *
일요일 7.967 *

야간근무장소 본인집 0.896 **
(vs 직장) 실내 0.891 **

기타 0.907 **
조사년도(vs 2014) 2019 -6.974 **

　 　
　 R2 0.2351
　 N 5,004

주: * p < .05, ** p < .01

2014-2019 병합표본의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19년에 야간근무시간은 7분가량 감소하였
고, 연도별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성별, 연령, 직종, 야간근무장소 등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야간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
이 낮을수록, 전문직 대비 사무직일수록, 야근의 장소가 직장일수록 야간근무시간은 짧았고, 
조사년도 변수를 투입해본 결과 2014년 대비 2019년의 야근시간량 감소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전후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사무직의 직장
에서의 야근시간량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 8]은 야근시간의 변화가 주
관적 행복척도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14년과 2019년 연도별로 분
석한 결과인데 여러 변수들을 투입하여 상호작용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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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관적 행복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2014년과 2019년 개별 분석
종속변수 ⇨ 시간부족감 피로도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 ⇩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야근시간 (로그변환) 0.055 ** 0.031 ** 0.040 ** 0.026 ** 0.017 -0.006
하루근무시간 (로그변환) 0.285 ** 0.314 ** 0.169 ** 0.169 ** 0.140 0.183 **
성(vs 남성) 여성　 0.208 ** 0.048 0.158 ** 0.044 -0.131 ** -0.208 **
연령 　 0.033 * 0.025 0.032 ** 0.001 0.033 * 0.028 *
연령제곱항 　 -0.058 ** -0.048 ** -0.052 ** -0.015 -0.038 * -0.030
맞벌이-미취학자녀
(vs 혼자)
　

외벌이-무자녀 0.211 ** 0.217 ** 0.134 ** 0.114 ** -0.206 ** -0.225 **
맞벌이-무자녀 0.216 ** 0.244 ** 0.145 ** 0.143 ** -0.172 ** -0.201 **
외벌이-유자녀 0.170 * 0.119 0.143 ** 0.144 * -0.191 * -0.188 *
맞벌이-유자녀 0.175 ** 0.167 ** 0.161 ** 0.083 -0.175 ** -0.251 **

건강 　 0.018 -0.181 ** 0.011 -0.234 ** 0.036 * -0.341 **
교육수준 2년제대졸 0.004 -0.080 -0.045 -0.095 * -0.072 0.023
(vs 고졸) 4년제대졸 0.154 ** -0.051 0.015 -0.041 -0.159 ** -0.129 *
　 대학원졸 0.146 * 0.032 0.003 -0.044 -0.386 ** -0.333 **
사업체형태(vs공기업) 사기업　 n/a 0.034 n/a 0.039 n/a -0.038
직업분류 관리직 0.032 -0.035 -0.044 0.026 0.019 0.000
(vs 사무직) 전문직 -0.004 -0.050 0.035 -0.011 0.000 -0.037
개인소득 　 0.006 -0.002 0.008 -0.018 -0.088 ** -0.125 **
조사월 9월 -0.007 0.017 -0.001 0.033 0.030 0.004
(vs 7월) 11월 0.004 -0.046 -0.018 -0.020 0.024 -0.061
조사요일 목요일 -0.057 * -0.035 -0.001 0.005 0.033 0.055
(vs 화요일) 금요일 -0.091 -0.061 -0.011 -0.020 0.035 -0.018

토요일 0.045 0.125 * -0.017 0.079 0.046 0.178 **
일요일 0.061 0.023 0.019 0.070 0.245 * -0.041

야간근무장소 본인집 -0.001 0.000 -0.001 -0.001 -0.002 -0.001
(vs 직장) 실내 -0.001 0.000 -0.001 * 0.000 -0.002 0.001
　 기타 0.000 0.002 -0.002 -0.002 0.001 0.003

　 　
　 R2 0.1028 0.0936 0.0837 0.1230 0.0642 0.1699
　 N 2,539 2,465 2,539 2,465 2,539 2,465

주: * p < .05, ** p < .01

첫째, 시간부족감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9년 모두 하루총근무시간
과 야근시간이 길수록, 맞벌이 여부나 미취학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에 비해 기혼일수록 
시간부족감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에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고졸에 비해 고학
력일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느꼈으나 2019년에는 그 영향들이 0.05의 유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로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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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시간과 야근시간이 길수록, ‘혼자’에 비해 기혼자일수록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밖
에 젠더와 연령은 2014년 조사에서, 건강과 교육수준은 2019년 조사에서만 피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삶의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9년 모두 남성
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혼자’에 비해 기혼일수록, 고졸에 비해 고학력일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던 반면, 하루총근무시간과는 달리 야근시간의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한국 사회에서 화이트칼라 근로
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관적 행복 척도에 연관성이 있는 요인은 젠더와 혼인상태이고, 야간
근무시간과 하루 총근무시간은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시간부족감과 피로도에 연관되어 있었다. 
반면 하루 총근무시간량과는 달리 야근시간량은 두 해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정책 시행의 초기인 현 단계에서 야근의 원인으로 자발적 선택과 불
가항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만으로 야근과 삶의 만족
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역시 시점변수 통제를 위해 2014-2019 병합 표본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 조사연도
(year)와 조사월(wave), 조사요일(date) 등의 더미 변수들을 투입하고, 제도 도입 전후 주관적 
행복감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주관적 행복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2014-2019 pooled sample 분석
종속변수 ⇨ 시간부족감 피로도 삶의 만족도독립변수 ⇩

야근시간 (로그변환) 0.047 ** 0.037 ** 0.011
하루근무시간 (로그변환) 0.307 ** 0.178 ** 0.176 **
성(vs 남성) 여성　 0.141 ** 0.118 ** -0.143 **
연령 　 0.030 ** 0.019 ** 0.036 **
연령제곱항 　 -0.054 ** -0.036 ** -0.040 **
맞벌이-미취학자녀
(vs 혼자)
　

외벌이-무자녀 0.216 ** 0.127 ** -0.207 **
맞벌이-무자녀 0.232 ** 0.146 ** -0.183 **
외벌이-유자녀 0.153 ** 0.146 ** -0.182 **
맞벌이-유자녀 0.171 ** 0.122 ** -0.212 **

건강 　 -0.036 ** -0.055 ** -0.068 **
교육수준 2년제대졸 -0.027 -0.063 * -0.018
(vs 고졸) 4년제대졸 0.060 -0.009 -0.142 **
　 대학원졸 0.095 * -0.017 -0.367 **
직업분류 관리직 0.004 0.001 0.016
(vs 사무직) 전문직 -0.023 0.016 -0.012
개인소득 　 -0.001 -0.009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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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표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여부나 
미취학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미혼에 비해 기혼이,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하루 총근무
시간과 야근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더 느끼는 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일수록, 건강할수록, 학력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는 높아졌다. 이는 조사연도별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조사연도 변수 투입을 통
해 밝히고자 했던 2014년과 2019년 사이 주관적 행복 척도에 있어서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
다. 이는 아직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근무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자유재량시간이 바로 시간압
박감 및 피로도 해소 또는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앞으로 늘어날 가용시간들이 어떠한 생활시간으로 어떻게 전이될 것이며 사회집단별로 어
떻게 다른 배분 양상을 보일 것인가라는 추후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5. 결론
식민통치와 전쟁 후 국가 재건과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뿌리내린 한국의 장시간 근로 체제는 선진화를 위한 꾸준한 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 합의와 투쟁이 얽히면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급속한 사회변화를 따라가
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여 왔다. 경제성장기 근면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덕목으로 사회화되었
던 장시간 노동은 초과 근로에 대한 경제적 보상들이 이루어지면서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월(vs 7월) 9월 0.006 0.020 0.022
11월 -0.026 -0.022 -0.026

조사요일 목요일 -0.041 0.011 0.060
(vs 화요일) 금요일 -0.071 * -0.009 0.021

토요일 0.078 0.023 0.114 *
일요일 0.050 0.047 0.137

야간근무장소 본인집 -0.001 -0.002 * -0.002
(vs 직장) 실내 -0.001 -0.001 -0.001
　 기타 0.000 -0.002 * 0.001
조사년도(vs 2014) 0.007 0.067 * 0.024

　 　
　 R2 0.0847 0.0711 0.0826
　 N 5,004 5,004 5,004

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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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근로자들에 있어 삶의 질이라는 새롭게 자각된 사회적 목표의 실현은 한동안 크게 개선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까지도 OECD 국가 노동시간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유
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들이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저지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는 장시간 근로의 직접적인 원인인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
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삶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명목적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저녁 있는 삶’ 또는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목
표로 하는 정책이 초과근무를 양적 그리고 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추적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과 후 초과근무 시간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그 어느 데이터보
다 정확하게 10분 단위로 응답자의 시간 사용 정보를 담고 있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그 중에
서도 정책이 시행된 2018년 전후 2014년과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집단은 화
이트칼라 전일제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고, 이들 중에서 야근자와 비야근자 집단, 직종
별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집단별로 근무장소를 포함하여 야간근무의 특징들을 비교하였고, 
각 비교범주별로 젠더 차이와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와 함의들을 요약하면 첫째, 
근로조건 개선 이슈에 있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화이트칼라 근로자에서도 2019년 야근자 비
율 및 야근시간의 전체 평균은 감소했지만 야근자의 야근시간 평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본 연구 대상 집단에 있어서 야근자 비율의 가시적인 감소는 노동시
간 감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만, 노동시간의 감축이 곧 ‘일-생활 균형’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제도의 확대 
정착을 위해서는 야근자와 비야근자 등 상기된 세부집단별로 정책을 둘러싼 이익구조 및 제약
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2019년에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2014년과 2019년 모두 비야근자 대비 야근자
의 하루근무시간 평균이 100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저녁시
간대 근무는 장시간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 전체 야근시간 평균이 
감소한 것은 개인별 야근 시간이 줄었다기보다는 야근자 비율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
다. 여성 화이트칼라의 경우 2014년 대비 2019년에 야근자 수와 야근시간이 남성보다 더 큰 폭
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선행 연구(이진우, 금종예, 2021)에서 제시된 중요한 연구문제, 즉 주 52
시간 상한제 실시로 인한 맞벌이 부부간 초과근로시간 격차 감소가 직접 남성 가장 중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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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 관행 및 여성의 이중부담 해소의 가능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추가 실증 분석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 52시간 상한제로 확보된 저녁 시간을 기존의 근무 대신 어떤 행위
에 배분하게 되는가, 그리고 저녁 시간대 가사노동 및 돌봄의 부부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
어지는가라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전 분석 결과 야간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용 
가능해진 시간의 활용은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직종별로 야간근무양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무직이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에 가
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근무장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대비 2019년
에 직장에서의 야근 시간은 감소한 반면 집이나 실내에서의 야근 시간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이 사실은 업무량 감축 없이 직장에서의 근무시간량만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무시간 내 업무를 완수할 수 없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직장 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ICT 기
술 발전으로 극대화된 ‘편재연결성’이 직장과 가정 및 여가장소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흐리게 
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9년 데
이터까지는 출근시간 조건 투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었던 재택 또는 유연근무제의 
영향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확산과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향후 초과근무시간대 및 장소의 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요
인이다.

마지막으로 야간 초과근무 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야근장
소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구특성변수는 분석 결
과 야간시간대 근무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행복 척도를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자녀상태, 건강,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을 통제하였을 때 
2014년과 2019년 모두 야근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과 피로도를 더 느낀다는 결과가 나옴으
로써 상식적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단, 통념과는 달리 2014년, 2019년 모두 야근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야간근무에 대한 동
기가 사람마다 엇갈렸거나 화이트칼라 직업군의 경우 야근이 관행이나 눈치에 이루어졌던 과
거에 비해 보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도 추측될 수 있다.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분석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초과근무의 단축이 ‘저녁 있는 삶’에 기여함으로
써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나,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한 편으로 기술적･제도적 변화에 의해 앞으로 늘어날 
가용 시간들이 어떤 생활시간으로 전이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집단별로 어떤 차이 또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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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가라는 심화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과 근무 자체에 대해서 양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질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체제 극복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특징에서 비롯된 몇 가지 한계
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5년마다 발표되는 자료의 특성상 2019년 데이터가 정책 시행 후 효
과를 검증할 만한 변화를 아직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2019년 데이터는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 52시간 상한제 1단계만을 겨우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추가 연구의 진행을 필요로 한
다. 둘째, 생활시간조사가 제공하는 사업체 정보나 산업별 분류가 불충분하고 정교하지 못하
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의 경우 직종뿐만 아니라 산업 특징에 따라 초과근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의 특성상 그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야
간근무시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근로사업체 산업 변수의 통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셋째, 두 
번째 한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녁시간대 근무를 초과근무로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유연근무제 적용 및 재택근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출퇴근시간 및 일하
는 장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
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의 확산과 생활시간조사의 장점
을 생각한다면 후속 연구에서 시도해 볼 만 한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세부집단별로 구분하고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 여부에 주목하여 근무
장소와 시간대 등 초과근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찾을 수 
있으나, 아직 방법론적 개선 필요성과 함께 주 52시간 상한제로 확보된 저녁 시간에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는 가구 단위에서 어떤 배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분석을 추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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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ll-time White Collar Wage Earners’ Overtime Work 
After the Regular Hours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2014 and 2019 Korean Time Use Survey
Jong Ho Kim* ･ Yun-Suk Lee**

8)
In 201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so-called 52-Hour Workweek Policy to curb South 
Korea’s ternacious problem of long work time practices. This study purposes to delve into how the policy 
changes both quantitiy and quality of the overtime work hours and what are, or would be,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if any, on the Korean society and family life. Based on the 2014 and 2019 KTUS (Korean 
Time Use Survey) data, this paper analyses how full-time white collar wage earners’ overtime work after 
the regular hours differs by gender, by whether to work overtime, and by where to work overtime, how the 
differences affect each subgroup members’ lives, and how these features in 2014 data changed in 2019 
data. We find that the percentage of overtime workers and the average of entire sample’s overtime hours 
decreased in from 2014 to 2019, but the average overtime hours of overtime workers have not been 
changed. Also we find that overtime work at the workplace decreased while overtime work at home or 
indoors increased in 2019 compared to 2014. Maybe the policy has been conducted in the form of limiting 
just the amount of working hours at workplace rather than leading to actual workload reduction. 
Regression analyses indicate that male had longer overtime hours than female and professionals than 
office workers. Finally the results of another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subjective feelings of well-being 
as the dependent variables confirm the common sense predictions.

Keywords: the 52-Hour Workweek Policy, white-collar, night work, overtime work, Korean Time Use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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