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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높은 근로시간 부담과 그로인한 피로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의 삶은 직장과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영역의 적절한 균형과 만족은 개인의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직무상황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일가정갈등)과 개인의 주도적

행동(잡크래프팅)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번아웃의 관계에서 일가정갈등의 매개효과와

잡크래프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장인 3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구모형 검증은

SPSS 23.0과 AMOS 22.0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직무과부하는 일가정갈등에 정(+)의 영향을 끼치고, 일가정

갈등은 번아웃에 정(+)의 영향을 끼치며, 일가정갈등이 직무과부하-번

아웃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잡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와

일가정갈등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삶이 직무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잡크래프팅이라는 개인의 직무행동이 조직의 부정적 직무상

황을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을 관리함에 있어 직장과 가정의 삶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주도적인 직무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

무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직무과부하, 잡크래프팅, 일가정갈등,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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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인간의 삶은 일과 가정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갈 때 개인의 웰빙을 찾을 수 있다. 즉, 직장 내 웰빙은 개인의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번아웃에 노출되어, 직장 내 웰빙을

얻기 어려운 사회이다. 근로자들은 OCED 37개국 중 3번째로 장시간의 노

동시간을 사용하며(주당 41.5, 연간 1,967시간, www.oecd.org), 이는 노동생

산성이 낮으며,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직업과 관련된 문제현

상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분류하는 등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에서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치부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번아웃이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적 직장스트레스 증후군으로,

1)에너지 고갈 및 소진, 2)일에 대한 정신적 거리감의 증가나 부정적, 냉소

적 감정 증가, 3)비효율성과 성취감의 부족의 3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다(세

계보건기구, www.who.int QD85 Burnout, Maslach, 1982)

번아웃은 1970년 중반부터 연구되어(Freudenberger 1975; Maslach 1976),

40년 넘게 연구자 및 실무자의 관심을 받아온 연구주제로, 근로자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근로자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면 걱정, 우울, 자존감의 하락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Shirom, Westman, Shamai, & Carel,

1997).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번아웃된 근로자는 직무이탈감, 이직의도

(Drake, & Yadama, 1996; Geurts, Schaufeli, & De Jonge, 1998; Koeske,

& Koeske, 1993)가 높아지며, 실제 이직, 이직하지 않을 경우 낮은 생산성,

직무와 조직에 대한 헌신감과 만족감이 낮아진다(Moore, 2000;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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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lsby, & Rhoads, 1994). 심지어는 일가정의 문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

를 끼친다(Jackson&Maslach,1982; Zedeck, maslach, Mosier, &Skitka,1988).

뿐만 아니라,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염되고

과업을 방해함으로써 동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염시킨다.(Bakker, &

Schaufeli, 2000; Bakker, Schaufeli, Sixma, & Bosveld, 2001,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3). 따라서,

근로자의 번아웃 관리는 개인적, 조직적 관점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관리대

상이다.

번아웃은 이처럼 개인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번아웃을 일으

키는 원인은 직무특성(직무요구, 사회적 지지나 정보 등 불충분한 직무자원,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직업특성, 조직특성(불공정성, 형평성, 조직 프로세

스와 구조에 내재된 가치)등 다양하나(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Maslach & Leiter(2008)은 직무량, 통제, 보상, 커뮤니티, 공정성, 가치의 6

가지 영역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의 정

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직무요구가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

구해왔다(Cordes, & Dougherty,1993;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Demerouti et al., 2001; Maslach, 2001; Schaufeli, & Enzmann,

1998; Leiter, 1991, 1993; Hobfoll, 2001; Hobfoll, & Freedy, 1993)

이렇게 직무 과부하가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

나,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 과부하가 번

아웃을 높이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밝힌 선행연구들이 있지

만, 그 연구들은 직장 내에서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

추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 등은 가정에서의 그 구

성원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대

로 가정에서의 그것들이 직장에서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Burke, & Greenglass, 2001; Burk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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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 Rothbard, 2000; Hanson, Hammer, & Colton, 2006;

Jackson, & Maslach, 1982; Forne, Russell, & Cooper, 1992; O'Driscoll,

IIgen,&Hildreth, 1992), 일과 가정 사이의 관련성을 매개 변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서 직무과부하의 부정적인 영향(번아웃)을 줄여주는 조

절 변인들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직무과부하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미치

는 부정적 영향력은, 개인의 성격 특성(인내력, 외부 통제점, 수동적이고 방

어적 스트레스 대처스타일, 낮은 자존감, Big Five 성격 중 신경증적 성격),

조직과 직무 적합성(fit), 사회교환 관계(공정성, 동료와의 비교, 동료와의 관

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20-30대, 미혼, 고학력자 등)에 의하여 조절

된다고 알려져 있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Lee&Ashforth,

1996; Maslach, & Leiter,1997; Schaufeli, & Enzmann, 1998). 그런데 이 연

구들에서 밝힌 조절 변인들은, 개인이 지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영향력에

의해 변화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Lee, & Ashforth, 1996; Maslach, & Leiter,1997; Schaufeli, &

Enzmann,1998), 그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

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과부하가 아무리 부정적인 영향을

지녔더라도, 구성원들의 그 의지와 능력으로 상당 부분 완화시킬 여지가 있

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

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일가

정갈등을 매개로, 번아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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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더해서 직무과부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구성원의 잡크래프팅에

의해 완화될 것임을 밝힐 것이다.

Yardley & Markel(1997)에 의하면 직무과부하는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킨

다. 일가정 갈등이란 직장과 가정의 역할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을 때 발생하

는 역할갈등의 형태로, 시간기반 갈등 긴장기반 갈등, 행동기반 갈등의 3가

지 형태로 구성된다(Greemhaus & Beutell, 1985). 시간기반 갈등은 한 역할

에 소요된 시간은 다른 역할 활동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긴장

기반 갈등은 하나의 영역에서 발생한 긴장(피로, 불안, 우울 등)이 다른 역

할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때 발생하며, 행동기반 갈등은 한 역할 내의 행동

패턴이 다른 역할의 행동과 양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Greemhaus &

Beutell, 1985). 일가정갈등은 조직과 개인에게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 번아웃, 정신적 불만족, 직무불만족, 우울, 삶과 결혼에 대한 불만족, 조

직 생산성 저하 등이 그것이다(Burke, 1993; Frone et al., Russell, &

Cooper, 1992; Greenhaus, 1988; Pleck, Staines, & Lang, 1980). 본 연구는

삶의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Spillover Theory에 입각하여

(Edwards&Rothbrd, 2000; Greenhaus & Powell, 2006;

Hanson&Hammer&Colton, 2006), 직장 내 과부하된 직무요구에 따른 일가

정갈등은 개인의 삶의 영역과 역할을 직장생활에 제한되게 하며, 개인의 다

양한 욕구의 실현을 방해하고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가정한

다.

한 편, 과중한 직무요구는 일가정갈등과 번아웃에 영향을 끼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잡 크래프팅이라

는 행동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잡 크래프팅이란 개

인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재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일의 수, 형

태, 범위, 동료 관계 등을 주도적으로 일을 변화시켜 직무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행위이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전통적인 조직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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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방식 직무설계(Hackman & Oldham, 1975)와는 다르게, Job

Crafter는 스스로 직무요구에 필요한 자원과 변화를 찾으며(Petrou,

Demerouuti, & Peeters, 2012), 일의 의미를 변경하기도 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즉, 직무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직무 창조자로서 적은 자율성을 가지는 과업에서조차 일의 특정과 범위

를 변화시킴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통제하는 능동적 행동이다. 잡크래프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혁신행동, 직무몰입,

고객, 리더, 동료지향 행동(Bavik, Bavik, & Tang, 2017: 김성용, 배성현, 김

현근, & 안성익, 2016), 일의 의미, 직무성과, 직무적합성, 직무 만족을 높이

고, 긍정적 자기인식, 이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Bakker,

Tims, & Derks, 2012; Berg, Dutton, & Wrzesniewski., 2013; Petrou,

Demerouti, Peeters, Schaufeli, & Hetland, 2012). 또한, 잡크래프팅은 개인

주도로 본인의 능력, 필요, 정체성, 선호도, 욕구에 맞게 본인의 업무를 설계

하므로 개인-직무 적합도를 높게 조정 및 개인의 능력과 자원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Wrzesniewski, & Dutton, 2001; Tims & Bakker, 2010), 정신

적 웰빙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erg, Grant & Johnson, 2010). 이

러한 잡크래프팅의 긍정적 역할이 부정적 직무상황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잡크래프팅 수준에 따라 일가정갈등과 번아웃이라는 부정적 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다르다. 잡크래프팅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직무 창조자

(Crafter)로서, 직무요구가 왔을 때 본인의 능력, 선호도, 욕구, 개인이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로 직무를 변화시킴으로서, 직무과부하의 부정적 영향을 줄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에 적합하도록 일의 처리 순서를 바꾸거나 원하

지 않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주도적으로 직무를 변화시켜나

감으로서, 동일한 직무라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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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잡크래프팅이 낮은 사람은 직무 수용자(Taker)로서, 주어지는 직무

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 즉, 현 직무요구에서 추가적인 직무요구

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직무요구로 느끼고, 수행해야 하는 일의 양과 범

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부담으로 느낀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에서 직무 수행 기한, 범위, 양이 증대에 따라 개인의 사적 영역과의 균형이

깨지고,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함

으로서 직장생활에서의 과도한 직무부하가 개인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

국 번아웃이라는 개인-조직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잡크래프팅을 조절변인으로 연구함으로서 조직 내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탐구하여, 개인의 행동이 조직의 부정적 위험요

인을 방어하는 기제가 된다는 실무적 기여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조직 내 개인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개인의 삶에서 조직은 일터로서 중요한 영역이면서, 조직 내 개인의 웰빙도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개인과 조직의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과 조직 생산

성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변인 간 조사

시점의 시간간격을 둠으로서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였다. 독립 및 조절변

인은 Time1, 매개변인은 Time2, 종속변인은 Time3에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제2장. 이론 및 가설

2.1. 직무과부하와 일가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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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과부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직무요구이다. 직무

요구는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여 결국 번아웃 등 생리학적,

정신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육체적, 사회적, 조직적 양상으로, 과도한 직

무요구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며, 결국엔 소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근로한 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압박이 클수록 일가정갈등은 높아지며(Pleck, Staines, &

Lang, 1980), 노력-회복 모델(effort-recovery model)은 높은 직무요구는 회

복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부정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킨다

고 설명한다(Meijman& Mulder, 1998). 즉, 한 사람의 가용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과도한 직무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가

정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내거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일가

정 역할수행에 이중적인 압박감이 될 수 있다. Frone, Yardley, &

Markel(1997)은 직무과부하가 작업시간과 직무불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가정갈등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직무요

구를 일가정갈등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혔다(Byron, 2005; Eby et al.,

2005; Bakker, & Demerouti, 2004; Pleck, Staines, & Lang, 1980).

일가정갈등에 대한 모델은 Spillover, Compensation, Segmentation,

Resource drain, Congruence, Work-family conflict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Edwards & Rothbard, 2000). 전이(Spillover)는 일과 가정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모델이며, 보상(Compensation)은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을

다른 영역에서 상쇄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모델이고, 분리(Segmentation)

는 일과 가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모델이다. 자원소모(Resource

drain)는 개인의 자원의 한정성(시간, 주의, 에너지 등)을 말하며, 통합

(Congruence)은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 문화적 힘 등에 따른 일과 가정의

유사성을 언급한다.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서로 호환되지 역

할요구에 따른 역할갈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영향이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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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전이모델(Spillover model)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일의 영역에서 과도한 직무부하가 일가정갈

등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1. 직무과부하는 일가정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일가정갈등과 번아웃

일가정갈등은 개인의 삶과 조직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Allen, Herst,

Bruck, & Martha Sutton(2000)은 일가정갈등이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3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직무관련 결과로 직무만족, 조직헌신, 이직의도,

결근, 직무성과, 경력만족, 경력성공이다. 두 번째는 직무외 결과로 삶만족,

결혼 만족, 가정만족, 가정성과, 여가만족이다. 마지막인 스트레스 관련 결과

는 일반적인 심리적 긴장, 심리적 징후, 우울, 약물남용, 번아웃, 직무관련

스트레스, 가정관련 스트레스이다.

일가정갈등이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

밝혀졌다. 번아웃, 직무긴장, 직무불만족, 직무역할 갈등, 이직 등 직무관련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Burke,　

1988; Frone, Russell, & Cooper. ,1992; Greenhaus, 1988; Pleck, Staines, &

Lang,　 1980; Judge et al., 1994; Maslach, & Jackson,1981; Kossek, &

Ozeki, 1998, 1999), 우울, 삶 불만만족, 결혼생활 불만족 등 개인의 정신적

웰빙과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Clark, 2000; Greenhaus, & Beutell, 1985;

Grzywacz, 2000; Thomas, & Ganster, 1995; Gutek, Searle, & Klepa, 1991;

Marks, & MacDermid, 1996)

선행연구와 같이, 일가정갈등이 개인의 번아웃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

정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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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일가정갈등은 번아웃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일가정갈등의 매개효과

위 수립된 두 가지 가설들을 통해, 일가정갈등이 직무과부하-번아웃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직무과부하는 일가정갈등을 높이고, 이는

결국 개인의 번아웃의 정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3. 일가정갈등은 직무과부하-번아웃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4. 잡크래프팅의 조절효과

위의 이론들에서 기술한 것처럼, 직무과부하가 일가정갈등의 수준을 높인

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모든 실제 조직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여러 맥락적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직무과부하에 따른 번아웃은 개

인 특성과 직무 양, 직무통제, 보상, 커뮤니티, 공정성, 가치 등 직무환경 및

개인의 직무 적합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Maslach and Leiter, Tepper,

2001; Brenninkmeijer, Yperen, & Buunk, 2001; Van der Zee, Bakker &

Buunk, 2001)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향요인 중에서도 잡 크래프팅의 조절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즉, 잡 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와 일가정갈등의 관

계를 조절하여 직무과부하의 번아웃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라

고 가정하고자 한다.

잡 크래프팅은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근로자가 개인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Wrzesniewski,

& Dutton(2001)은 잡크래프팅을 “개인이 만드는 작업이나 일의 관계적 범

위의 물리적 인지적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잡 크래프팅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를 조절하거나(task crafting), 좀

더 의미있는 일로 인식하거나(cognitive crafting), 업무수행 과정에 교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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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조절(relational crafting)하는 것이다(Wrzesniewski& Dutton, 2001).

Karasek, ＆ Theorell(1990)의 요구-통제 이론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근

로자의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직무만족도, 직무몰입, 효율

성이 낮아지며, 소진의 정도가 높아진다.(Cherniss, 1980; Lee & Ashforth,

1993; Leiter,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잡크래프팅은 직무에 대한 주도적 역

할수행으로 본인의 직무에 대한 내재적 통제권을 행사하여, 직무과부하의

상황에서도 잡크래프팅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번아웃 되는 정도가 낮을 것이

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에서 특정시기에는 더 많은 작업양이 필요하고 그 요구

수준을 낮추기 어려운 직무환경이 있으며, 직무요구 수준이 높을 때 즉각적

인 직무자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Wrzesniewski, & Dutton(2001)에 따

르면, 근로자는 직무요구수준과 직무자원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잡크래프

팅이라는 보충적 전략을 통해 부적합도를 줄이려 행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직무상황에서 직원 스스로 직면한 직무요구사항을 적절히 조절하고 개인

을 둘러싼 직무환경을 변화시키는 잡크래프팅 행동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가

정한다.

직장과 가정은 개인의 삶에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단절된 영역이 아

니므로, 직장 내 경험은 가정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Edwards, &

Rothbard, 2000)는 Spillover 이론을 고려할 때, 직장 내에서의 잡크래프팅의

긍정적 경험은 개인의 직장 외 삶에도 영향을 끼쳐, 잡크래프팅 수준이 높

은 사람은 잡크래프팅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일가정갈등의 수준이 낮을 것

이다.

즉, 업무부하가 높은 직무상황에서 조직 내 개인들의 직무수행 행동 양상

은 다를 것이며, 주어진 일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일을 변화시켜나가는

잡크래프팅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일가정갈등 관계는 낮을 것이다.

잡크래프팅이 높은 사람은 직무의 양, 순서 등을 변경하여 개인이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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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기 때문이다.

가설4. 잡크래프팅은 직무과부하-일가정갈등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위 가설들을 모두 종합하여, 직무과부하는 일가정갈등의 매개효과를 통해

번아웃을 높일 것이며, 잡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일가정갈등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제3장.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한국의 다양한 기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성별, 나이, 기

업 등을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표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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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을 확보하였다. 동일시점에 모든 변인을 측정하는 횡단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 시점에 걸쳐 Time-lagged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Time1, 매개변인은 Time2, 종속변인은 Time3에

서 수집하였다. Time 1에서는 770명이 응답하였으며, Time2에서는 Time1

응답자 중 5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 Time3에서는 367명이 설문

에 응답하여, 최종 응답자 367명에 대한 자료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67)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2 49.6

여성 185 50.4

연령

20대 56 15.3

30대 136 37.1

40대 119 32.4

50대 이상 56 15.3

소속
사기업 315 85.8

공공기관/공기업 52 14.2

직급

사원 93 25.3

대리 82 22.3

과장 84 22.9

차장 36 9.8

부장 44 12.0

기타 28 7.6

재직

기간

5년 이하 203 55.3

6년 이상 10년 미만 51 13.9

10년 이상 20년 미만 85 23.2

20년 이상 30년 미만 21 5.7

30년 이상 40년 미만 7 1.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는 <표 1> 과 같다. 성별은 여성

185명(50.4%), 남성 182명(49.6%)이고, 연령은 30대 136명(37.1%), 40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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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2.4%), 20대 56명(15.3%), 50대 이상 56명(15.3%)이다. 직급은 사원 93명

(25.3%), 과장 84명 (22.9%), 대리 82명(22.3%), 부장 44명(12.0%), 차장 36

명(9.8%), 기타 28명(7.6%)순이었다. 고용형태는 367명(100%) 모두 정규직

이며, 사기업 직장인은 315명(85.8%),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인은 52명

(14.2%)이 응답하였다. 재직 기간은 5년 이하 203명(55.3%), 6년 이상 10년

미만 51명(13.9%), 10년 이상 20년 미만 85명(23.2%), 20년 이상 30년 미만

21명(5.7%), 30년 이상 40년 미만 7명(1.9%)로 구성되어 있다.

3.2. 조사 도구

설문문항은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하고 경영학 박사 1명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확정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변인

4개(직무과부하, 일가정갈등, 번아웃, 잡크래프팅)를 조사하기 위한 26개 문

항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7개로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변수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1. 직무과부하

직무과부하 측정도구는 Cousins et al.(2004), Beehr, Walsh, &

Taber(197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병권(2013)이 개발한 5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설문문항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

족하다.’, ‘나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나에

게 요구된 일의 양이 너무 많다.’,‘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

고 있다.’,‘내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이다.

3.2.2. 잡 크래프팅

잡크래프팅은 Tims, M.,, Bakker A. B., & Derks, D.(2012)의 7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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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 노력한다.’,

‘나는 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노력한다.’,‘내 직무를

수행할 때,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한

다.’,‘나는 내 직무를 수행할 때, 내게 비현실적인 기대(요구)를 하는 사람들

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한다.’,‘나는 내 직무를 수행할 때, 한 번에 너무 오

랫동안 집중해야만 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도록 조절한다.’,‘흥미로운 프로젝

트가 생겼을 때, 나는 주도적으로 참여해 보려고 한다.’, ‘직장에서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을 때(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새로운 프로젝

트를 시작할 기회로 여긴다.’

3.2.3. 일가정갈등

일가정갈등 측정도구는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199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에

서의 내 업무 부담(요구)이 너무 커서, 내 가정과 가정 생활에 방해를 받는

다.','내 직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요구)이 너무 커서, 집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다.''내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대한 의무를 수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업무 관련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집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무 많아서,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어야 할 때가 많다.',‘'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다.',’'가

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내 능력이 방해 받는다.'

3.2.4. 번아웃

번아웃은 Maslach & Jackson(198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아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지치고 힘들다.’,‘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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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무렵이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다.’,‘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다.’, ‘나는 내 일에 대해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일과 관련하여 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나는 아침에 일어날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

면 지친다는 느낌이 든다.’

3.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하여 Window용 SPSS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째, 연구 기술통계 분석 및 요인분석, Cronbach’s alpha(α) 값을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넷째, 대안모델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

4.1. 기초자료 분석

4.1.1. 설문문항의 신뢰도 측정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측정한 결

과, 직무과부화는 0.917, 잡크래프팅은 0.641, 일가정갈등은 0.921, 번아웃은

0.896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값은 0.6이상일 때 신뢰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Nunnally, 1978; Ven & Ferry, 1980), 본 연구의 모든 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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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4.1.2. 설문자료의 정규분포

설문자료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하여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 직무과부화

(왜도 .091, 첨도 .029), 잡크래프팅(왜도 -.538, 첨도 2.153), 일가정갈등(왜도

.136, 첨도 -.477), 번아웃(왜도 .001, 첨도 -.276)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

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정규분포를 구

성한다고 판단하므로(Kline, 2005), 모든 수치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독립변인인 직무과부화 평균은 2.69(표준편차 0.87)이며, 조절변인 잡

크래프팅은 평균 3.44(표준편차 0.87), 매개변인 일가정갈등 평균은 2.32(표

준편차 0.77), 종속변인인 번아웃은 평균 3.01(표준편차 0.79)로 나타났다.

연구변인 간 관계를 보면, 독립변인인 직무과부하는 모든 나머지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과부화는 잡크래프팅과

는 .129(p<.05), 일가정갈등과는 .412(p<.01), 번아웃과는 .433(p<.01)로 정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일가정갈

등도 종속변인 번아웃과 .379(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36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직무과부하 잡크래프팅 일가정갈등 번아웃

직무과부하 2.69 0.87 - 　 　

잡크래프팅 3.44 0.47 .129
*

- 　

일가정갈등 2.32 0.77 .412
**

0.078 -

번아웃 3.01 0.79 .433
**

0.065 .379
**

-

* P <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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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델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설문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변인4개의 설문문항 26개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을 실시하여, 4요인 모형을 3요인(일가정갈등, 잡크래프팅, 번아웃&직무과부

화), 2요인(일가정갈등&잡크래프팅, 번아웃&직무과부화), 1요인(4개변인 결

합) 모형과 비교하였다. 각 모형별 결과값은 <표 3>와 같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0.9이상이면서 1.0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05이

하이면서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CFI, TLI, RMSEA값은 3요

인 모형은 (.888, .844, .094)이고, 2요인 모형은 (.832, .806, .105), 1요인 모형

은 (.777, .743, .120)으로, 모두 적합하지 않았다. 4요인 모형이 (.949, .940,

.058)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모형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4요인 모형은 3요인 모형보다 자유도 3이 낮아졌으나 Chi-square값

을 559.082만큼 높여, 이는 Chi-square값 분포표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모형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2요인 모형보다는 자유도 5를

희생하고 1403.511만큼 높으며, 1요인보다는 자유도 5가 낮으나 1156.367이

높으므로, 4요인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적정하게 설명

할 수 있다. 즉, 4요인 모형이 다른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모형임

을 검증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 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비교 ⧍df ⧍χ2

1요인 1773.805 282 .777 .743 .120
4요인 VS

1요인
6 1156.367

2요인 1404,128 281 .832 .806 .105
4요인 VS

2요인
5 1403.511

3요인 1176.520 279 .866 .844 .094 4요인 VS

3요인
3 559.082

4요인 617.438 276 .949 .940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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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 모델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일가정갈등을 매개로 번아웃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4.3.1. 매개효과 분석

일가정갈등이 직무과부하와 번아웃을 매개한다는 연구모델을 분석하기 위

하여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지수는 (χ2=185.054, df=83,

CFI=.960, TLI=.942, RMSEA=.058)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직무과부하가 일가정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

.554, p < 0.001), 가설1이 채택되었다. 일가정갈등이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

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 .567, p < .001), 가설 2 및 가설3이 채택

되었다.

4.3.2. 조절효과 분석

잡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번아웃의 관계를 완화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독립변인인 직무과부하와 조절변인 잡크래프팅을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

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β= -.12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잡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일가정 갈등 관계

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잡크래프팅의 상호작용 효과는 잡크래프팅 평균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눈 후 아래 <그래프 1> 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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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잡크래프팅의 조절효과

4.3.3. 부트스트래핑

일가정갈등이 직무과부하와 번아웃을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

기 위해 표본을 5,000회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95% 신

뢰구간에서 상한값(.193)과 하한값(.464)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직무

과부하가 일가정갈등을 통해 번아웃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

를 통해 일가정갈등이 직무과부하와 번아웃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그림 2> 최종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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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결 론

5.1.이론적 의의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과부하가 일가정갈

등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갈등이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적으로는 연

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갈등을 매개효과로 실증적, 통합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직장과 개인의 삶에서 일가정갈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직무과부하에 따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번

아웃)을 끼치는 변인을 조직과 조직 내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삶

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

둘째, 잡크래프팅이 직무과부하 상황에서 일가정갈등-번아웃 관계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서, 개인의 행동요인이 직

무상황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근로자를 조직과 직무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로 보지 않고,

개인의 욕구실현을 위해 주도적으로 직무상황을 변화시켜나간다는 관점을

통해 긍정조직심리학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5.2.실무적 의의

첫째,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일가정갈등이 번아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무 외에서의 웰빙, 개인의 삶에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해 준다. 조직 내 잦은 시간 외 근무, 퇴

근 후 업무연락의 등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발견제

거하거나,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주체적인 직무행동(잡크래프팅)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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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키므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환경 조성,

리더십교육, 개인의 직무역할 수행을 고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5.3.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첫째, 잡크래프팅과 직무과부하 변인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일가정갈등과 번아웃의 정도가 주요

연구지점이었기 때문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나, 실제로 직무요구가

많았는지 또는 잡크래프팅을 다른 동료보다 많이 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해서는 상사-개인의 자료를 교차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가정갈등 측정도구 하위요소에는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이

있다. Byron(2005)에 따르면, 직무영역의 변인은 가정일갈등보다 일가정갈등

에 더 큰 영향을 끼치며, 직무 외 영역의 변인은 가정일갈등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갈등의 하위요소와 변인들간의 관계

가 유의미한 상이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구분되어 논의되지 못하였다.

셋째, ‘가정(Family)’이라는 용어는 1인 가구와 개인의 삶(사생활)을 포괄하

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삶균형" 등의 용어 및 관련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개인의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주는 상사의 리더십(윤선화, &

김해룡, 2018), 직무환경적 요소, 조직문화, 직무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잡

크래프팅의 영향력을 좀 더 뚜렷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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