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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 구성원의 일중독 현상이 조직 갈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

소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공조직 구성원 265명에게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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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정(+), 조직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강박적, 성취지향적 일중독으로 인해 유발된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가 매개효과를 통해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향성을 변

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갈등의 저감 및 일중독과 조직 냉소주

의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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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다음 퇴직할 때 

까지 직장생활, 즉 일을 하게 된다. 직장생활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

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하

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하면서 까지 밤낮없이 일하며, 퇴근

이후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업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

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흔히 일중독자(workaholic)라고 부른다. 일 중독자를 바

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

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가정생활 및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이며 측은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또는 유명인들 중에도 일중독자로 분류되는 사람

들이 있다.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대표적인 일중독자로 하루에 보고받는 서류를 저울에 

달아 정량(120석)이 될 때까지 결재하는 등 쉴 새 없이 일을 했으며, 조선의 정조대왕도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밤낮없이 읽으며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로 유명했다. 최근

의 인물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 ‘나이트 가이(night guy)’라 불릴 정도로 새벽 1

시가 넘도록 보고서를 읽고, 연설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일을 할 때 의문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주변 참모들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주변 참모들이 퇴근 후에는 업무

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1)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렵

지 않게 살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일중독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일중독이 긍정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현상인가? 특히, 일을 열심히 하

는 것과는 별개로 지나치게 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과연 조직생활이나 조직발전에 긍

정적일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중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중독의 발현 양상 중 하나인 강박적 일중독

의 경우 조직 구성원 간 관계적 마찰 등의 부정적인 행태를 유발함으로서 업무성과에도 

반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광현, 2006; Burke, 2001). 이렇듯, 

일중독은 조직구성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결과이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에서는 성취지향적인 일중독의 경우 강박적 

일중독에 비해 높은 목표의식 및 자율적 관리 등을 통해 조직 내 효과성을 제고할 수도 

1)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자 인터넷 판, “지도자의 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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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Garfield, 1987). 따라서 이러한 강박적 일중독과 

성취지향적 일중독이 조직 내 갈등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은 조직행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매개효과에 대해

서도 주목한다.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 내 부정적인 태도와 업무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조직의 발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조직변화 노력과 제도개혁에 있어서도 불

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의지를 약화시킴으로서 조직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성과에 있어 조직 냉소

주의가 매개적 역할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들에서, 결국 조직 냉소주의

의 감소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방증되고 있다(Andersson & 

Bateman, 1997;  Stevens & O’neil, 1983; 이교종, 2007). 이에 조직 냉소주의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일중독이 조직에 대해 갖는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불만 또는 적대감은 조직 내 구성

원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도출된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일중독 

현상이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를 매개로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향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중독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의 내적인 인지

(조직 냉소주의)와 그에 따른 실제적 행동(조직 구성원 간 갈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일중독이라는 현상을 조직 내에서 장려해야하는지?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저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지금껏 수행되어 온 일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일중독 현상은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양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의 양적측면

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일반 민간기업 종사자와 달리 

공공부문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조직구조, 조직문화, 업무형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의 함의 또한 다르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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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중독, 조직 냉소주의, 조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고, 각 변수간의 상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및 

가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중독과 조직 갈등 간의 관계에서 조직 냉소주의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중독의 개념 및 정의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단순한 직장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면 업

무수행을 통해 자신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업무에 집착하거나 타 중독 증세와 같이 

일에 몰두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중독(workholic)이라고 정의

한다(Robinson, 1989; Oates, 1971; 최영근･김규배, 2012). 또한 일중독자들은 과도한 

업무 수행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이외의 다른 활동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일중독 증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약물, 게임 등의 중독증상과 유사

한 특징을 나타내며 일중독으로 인해 개인적･조직적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중독 현상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일중독도 세부

적인 유형구분을 통해 업무 결과에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Spence 

& Robbins(1992)은 이를 위해 일중독을 3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중에서 강박적 일중독

과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Mcmilan et al., 2002; 

Poter, 1996; 이은진･정인호, 2012; 이인석 외 2008). 강박적 일중독은 자신이 일을 수행

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과 업무에 대해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일중독 현상을 말한다(김영곤･김주경, 2016). 즉 일

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

이다. 반면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박적이기 보다는 일을 함으로

서 즐거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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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박적인 일중독자의 경우 일에 대한 강박관념은 매우 높지만, 업무에 대한 성취

감이나 즐거움은 낮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 성취지향적 일중독자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야망이 높

고 성취주의자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나, 조직에 대한 충성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곽주현･최한나, 2015; Porter, 1996; Scott, Moore & 

Miceli, 1997).

따라서 강박적 일중독과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개인적 동기부여 방식 및 업무에 임하

는 자세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성과나, 조직에 대한 헌신, 조직 내 

갈등관계의 유발 등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2. 조직 냉소주의의 개념 및 정의

조직 냉소주의(organizational cynicism)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불

신, 실망감, 무관심 등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Andersson, 1996).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나 조직 내의 

특정 대상 및 조직의 변화노력 시도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정서, 신념, 행동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강철희･김교성, 2003; 주명관, 2010).

조직 냉소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ndersson(1996)은 자신의 직장 내에서 

사업조직 및 제도에 대한 경멸과 불신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좌절과 환멸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Guastello, Rieke & Billings(1992)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

해 실망하며, 이용당하는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Dean, Brandes & 

Dhwardkar(1998)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동료 및 상사와 하급자들에 

가지는 적대감이나, 사회와 조직의 제도에 대해 가지는 불만감, 조직의 변화노력에 대해 

가지는 저항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인지적 측면에 있어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조직 편의주의에 의해 자신의 윤리적 가치들이 훼손된다는 것이

다. 이는 조직이 제시하는 비전이나 업무지침 등에 대해 불신하고 구성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느끼며, 조직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둘째, 

감정적 측면으로 조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분노 등을 내포하며, 결국 정서적인 피로와 소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동적 측

면으로서 조직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행동을 유발한다. 이는 조직

의 미래나 향후 계획에 대해 동조하지 않거나, 냉소적인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권혁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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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과 조직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이 냉소주의적 감정이나 인식이 높아지게 될 경우 구성원들이 조

직목표달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이 저하되게 된다. 본 연구는 Dean, Brandes & 

Dhwardkar(1998)의 관점에 기반 하여 조직 냉소주의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조직 갈등의 개념 및 정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행동주체와 역할, 기능, 진

행단계 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갈등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과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과업갈등(task conflict)과 개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으로 구분된다(Jehn, 

1997).

조직 갈등 중 과업갈등은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는 과업 또는 직무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구성원 간 과업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의 불일치된 상태로 인해 

유발된다. 이는 개방적이고 토의지향적인 문화가 정착된 조직의 경우 과업에 대한 구성

원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건설적인 비판을 유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자극함으로써 조직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ehn, 

1995; Amason, 1996; Simon & Peterson, 2000). 또한, 특정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

략, 예를 들어 업무분담과 수행주체, 결과에 대한 책임, 일의 진행과정 등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업갈등의 정도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결정 등의 시간과 노력 측

면에서 조직에 손실을 가져오고, 정보 수집과정에 방해를 끼치는 등 조직성과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전무경 외, 2006). 구체적으로, 과업갈등의 장기화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도 내지는 몰입을 저해하며, 개인적인 스

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Jehn & Mannix, 2001).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조직과 같이 위계적, 집단적 성향이 강한 조직은 과업과 관련된 

대립이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긴장된 대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민간에 비해 조직성과에 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인옥, 2011).

다음으로, 관계갈등은 조직 내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비롯하여 긴장감, 증오심, 적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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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갈등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반목과 대립은 신

뢰의 저하 및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떨어뜨리게 된다(De 

Dreu & Weingart, 2003).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로 인해 새로운 정보획득과 아이디

어의 수용을 억제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시간과 인적 노력을 낭비시킴으로써 조직

의 효율성 또한 저해하게 된다(Pelled, 1996).

Baron(1990)은 조직 내 과업으로 인한 갈등 보다 구성원 간 감정적 측면의 갈등이 조

직성과의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조직 내 관계갈등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으며, Surra & Longstreth(1990)는 구성원 간 관계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 후광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 공격하려는 성향

이 강해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관계갈등은 과업갈등에 비해 조직에 더 심각한 수

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1. 일중독과 조직 냉소주의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일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일중독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중독이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중독 안에서

도 강박적 일중독현상과 성취지향적 일중독 현상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Porter, 1996; Scott, Moore & Miceli., 1997; 곽주현･최

한나, 2015; 김영곤･김주경, 2016). 또한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

여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결국 자신의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Poter, 1996; 한광현, 2006). 

반면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심리적 이상증상이나, 감정고갈, 냉소주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정서적･인지적인 고갈

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의 감소로 인해 조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Burke, 2001; 한광현, 2006; 배성현･박태경･김훈석, 2012). 이는 강

박적 업무수행과 자율적 업무수행의 결과에 따른 차이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여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적 시각을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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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이러한 불만 보다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도, 업무 성취에 따른 보상과 성취감으로 조직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감

소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중독 현상을 강박적 일중독과 성취지향적 일중독으로 구분

하고 이러한 변수가 조직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 냉소주의와 조직 갈등의 관계

조직 냉소주의와 조직 갈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였기 때문

에, 조직 냉소주의와 다른 조직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을 통해 조직 갈

등과의 인과관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조직 냉소주의는 여러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dersson & Bateman, 1997;  Stevens & O’neil, 1983; 권혁남, 2012; Dean, Brandes 

& Dhwardkar, 1998). 반대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헌신하고 신뢰가 형성될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에 대해 구성원들의 냉

소주의적 시각이 팽배해 진다면 조직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조직 내 과업이나 관계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선,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팽배해 

진다면, 조직 내의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와 다툼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 과정, 업무량의 배분, 업무성패에 대한 책임 등을 둘러싼 

구성원 간의 공방이 과열될 수 있다. 이 때, 불평등한 근무량처럼 실리적 이익의 할당 

과정에서 다툼이 커진다면, 갈등은 더욱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저해하고, 결국 조직 

내 관계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egoli, Crank &  Rivera(1990)의 연

구에서 경찰조직의 냉소주의는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업무에 대한 만족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Wanous, Reichers & Austin(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조직 냉소주의가 조직구성원의 동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등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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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조직 내 긍정적 

성과를 강력하게 예언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조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조직 냉소주의와 조직 갈등 간의 관계 또한 일정부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종합하자면,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구성원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냉소주의와 조직 갈등 간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경험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조직성과 및 효과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전무경 외, 2016; 정종원, 2013; 

최인옥, 2011; 최인옥･박지환, 2015). 본 연구의 초점인 일중독의 개념을 통해서도 조직 

갈등에 대한 영향을 일정부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저해, 부정적 조직 행동 유발 등을 통해 업무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광현, 2006; 김성용 외, 2015; 배성현･박태경･김훈석, 2012; 이

인석 외, 2008; 이은진･정인호, 2012; Burke, 2001). 이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국내 연구 중 정병석･탁진국(2009)은 강박적 일중독자들은 직무수행의 수준이 

떨어지고, 동료 간의 협력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해외연구에서도 비슷

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Porter(1996)는 강박적 일중독자들은 동료와의 타협을 용인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수행 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고립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Galperin & Burke(2006) 또한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적 

인간관계(destructive interpersonal)에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성과 향상을 일정부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의 개념적 의미는 강박적 일중독에 비해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작업에 

대한 초점, 목표의식 및 집중, 자율적 관리 등에 더 결속되어 있으므로(Garfield, 1987), 

조직 내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강박적 일중독에 비해 크다. 하지만, 여기서 

성과와 갈등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성취지향적 일중독으로 인해 조직성과

는 제고할 수 있을지언정 또 다른 측면에서 조직 내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엄격하고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일중독자들은 과도한 업무를 동료에게 잘 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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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Burke, 2001), 동료나 부하들로부터 정서적 지원 또는 실무적인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한광현, 2012). 즉, 맹목적인 성과 창출에 급급한 지나친 외재

적 동기의 발현으로 인해 협업이 지양되고, 개인적 수준의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

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김영곤, 2016). 일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는 조직성과의 제고 여부에 관계없이 마땅히 지양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적절

한 수준에서의 일에 대한 몰입의 정도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

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술한 바에 따르면, 강박적 일중독에 의해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와 조직 갈등이 

모두 높아지고, 성취지향적 일중독에 의해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는 낮아지지만, 조직 

갈등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 갈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조직에 냉소적 태도가 강한 구성원일수록 자신과 조직

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Dean, Brandes & Dhwardkar, 1998)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일중독 현상이 직접적으로 조직 갈등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인지적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 후, 구성원 간의 

갈등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 내 일중독 현상이 곧바로 구성원 간 

갈등으로 결부되기 보다는 조직 냉소주의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의 수준 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가지는 반응의 형태

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지각할 경우, 즉 조직 냉소주의를 통

해 궁극적으로 조직의 부정적 결과 변수(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강박적 일중독에 깊이 체화된 구성원일지라도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 비관적 감정 성향이 강한 구성원은 반대의 구성원에 비해 조직 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성취 지향적 일중독 성향이 강한 구성원 중에서도 조직에 대한 냉소적 

생각의 정도에 따라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다.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서 조직 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 가설 설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간 조직행동분야의 연구에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효과성과 이를 예언하는 다양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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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로 다수 활용되어 온 바 있다. 따라서 타 선행연

구들에서 보고된 매개변수로서의 효과를 고려하여 가설 설정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유추

해 보고자 한다.

조직 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유사하게 관찰되는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우선 부정적 측면의 설명변수인 조직 정치지각, 고용불안정성 등과 긍정적 측

면의 피설명변수인 조직몰입,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 등의 관계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

는 부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이다(김하얀, 2014; 김정태･홍아정, 2013; 최우성, 

2009).

또한, 조직 내 구성원의 부정적 행태를 예측하는 선행변수인 조직침묵, 조직정치지각, 

조직불공정성 등과 조직 효과성 저해 변수인 이직의도, 비 조직몰입, 반생산적 과업행동 

등의 관계는 조직 냉소주의가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상묵, 

2016; 고대유･강제상･김광구, 2015; 김대원, 2015; 박성수, 2014; 김시현, 2007).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추측하건데,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중독의 조직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고, 조직 갈등 또한, 부정적 측면의 

피설명변수로 볼 수 있으므로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강박적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성취지향적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 설계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일중독과 조직 냉소주의, 조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일중독의 하위변수인 강박적 일중독, 성취지향적 일중독을 독립변수

로, 조직 냉소주의의 하위변수인 인지적 냉소주의, 정서적 냉소주의, 행동적 냉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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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로, 조직 갈등의 하위변수인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였

다. 이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에서 산출되

는 경로계수의 효과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고, 역방향으로 환류 되지 않는다는 단방

향의 비대칭적 관계(Recursive Causality)와 인과관계의 폐쇄성(Causal Closure)을 전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한 구조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모형

2.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공공조직 구성원(공무원, 공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 

등)이다. 이에 조사대상을 현재 공공조직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는 2016년 6월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 모집단의 구성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 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인 단순무작위 추출

(simple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총 300장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76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1부를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2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기관 및 인원 분포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고용노동부 75명, 해양수산부 43명, 금융위원회 36명), 공공연

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명, 한국기초과학연구원 45명), 정부산하기관(금융감독

원 20명), 기타(국립대학 12명)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2.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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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65)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160(60.4)

혼인
기혼 158(59.6)

여자 105(39.6) 미혼 107(40.4)

학력

고졸 18(6.8)
근무형태

정규직 225(84.9)
전문대 중퇴 1(0.4) 비정규직 40(15.1)
전문대 졸 17(6.4)

소득

200만원 이하 50(18.9)
4년제 중퇴 6(2.3)

200~300만원 98(37.0)
4년제 대졸 178(67.2)

300~400만원 68(25.7)
대학원-석사 37(14.0)

400~500만원 33(12.5)대학원-박사 8(3.0)
500만원 이상 16(6.0)

연령

20대 34(12.8)

자녀

1명 37(14.0)30대 134(50.6)

2명 82(31.1)40대 59(22.3)

50대 36(13.6) 3명 9(3.4)

60대 이상 2(0.8) 없음 136(51.5)

소속

국공립연구소 79(29.9)

담당업무

행정 227(85.7)

중앙부처 154(58.1) 연구개발 10(3.8)

정부산하기관 20(7.5) 기술 11(4.2)

기타 17(6.3)국립대학 12(4.5)

3. 분석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조직 

갈등의 경우 Jehn(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업갈등, 관계갈등에 관한 8개 문항을 번안

하여 활용하였다. 조직 냉소주의는 Dean, Brandes, & Dharwadkar(1998)에 의해 제작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냉소주의에 관한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중독의 하위요

인은 강박적 일중독과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Buelens & 

Poelmans(2004)에 의해 제작되어 정인호･이은진(2013), 한광현(2006; 2011; 2012) 등에

서 활용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모든 측정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부록> 참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분석의 통제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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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성별, 학력, 혼인, 근무형태, 업무, 소속, 소득 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투입된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모형의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기본 모형은 각각의 모형 적합도 기준치에 대체로 유사하지만, 약

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측정문항의 오차 간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경로의 관계에 대해 동일요인 내에 공분산을 설정한 수정모형을 도출하여 적합

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도의 CMIN/DF 값(1.877), 

RMSEA 값(0.058), 증분적합도의 TLI 값(0.929), IFI 값(0.938), CFI 값(0.937)들이 기준치

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간명적합도의 PNFI 값(0.769), PCFI 값(0.823) 등도 높게 나타났

다. 그 이외의 값들도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들의 

CR값은 모두 2.576 보다 높게(p<0.01)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각 요인별 신뢰

도 분석에서는 Cronbach's α값이 0.722~0.942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 또한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 적합도

변수 요인 문항
표준화
요인값

표준오차 CR(t값) Cronbach’s α

갈등

과업

갈등4 1.000 - -

0.896
갈등3 0.949 0.058 16.483***

갈등2 1.024 0.061 16.891***

갈등1 0.867 0.055 15.665***

관계

갈등8 1.000 - -

0.901
갈등7 1.166 0.074 15.821***

갈등6 1.122 0.075 14.904***

갈등5 1.122 0.076 14.700***

일중독

강박

일중독4 1.000 - -

0.807

일중독3 1.151 0.144 8.014***

일중독2 1.161 0.155 7.474***

일중독1 1.206 0.157 7.705***

일중독5 1.336 0.168 7.937***

일중독6 1.239 0.167 7.429***

성취

일중독10 1.000 - -

0.722일중독9 1.059 0.154 6.862***

일중독8 1.157 0.163 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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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Ⅴ.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변수의 평균값은 일중독의 경우 성취지향적 일중독이 2.894, 강박적 일중독은 2.542로 

나타났다. 조직 냉소주의의 경우 행동적 냉소주의가 2.8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

지적 냉소주의 2.683, 정서적 냉소주의 2.335로 나타났다. 조직 갈등의 과업갈등은 

2.621, 관계갈등은 2.53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 파악을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성취지향적 일중독과 조직 갈등을 제외한 모든 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계수는 0.689가 가장 높은 것으

일중독7 1.436 0.185 7.763***

냉소

인지

냉소5 1.000 - -

0.911

냉소4 0.920 0.066 13.833***

냉소3 1.063 0.057 18.596***

냉소2 0.935 0.053 17.655***

냉소1 1.087 0.060 18.159***

정서

냉소9 1.000 - -

0.942
냉소8 0.906 0.059 15.289***

냉소7 1.206 0.052 23.062***

냉소6 1.206 0.053 22.670***

행동

냉소13 1.000 - -

0.866
냉소12 1.010 0.049 20.734***

냉소11 0.680 0.060 11.385***

냉소10 0.845 0.058 14.442***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df RMSEA NFI TLI IFI CFI PNFI PCFI

기본 모형
936.452
(df=413, 
p=0.000)

2.267 0.069 0.849 0.897 0.909 0.908 0.754 0.807

수정 모형
765.882
(df=408, 
p=0.000)

1.877 0.058 0.876 0.929 0.938 0.937 0.769 0.823

기준치 p>0.05 <3.0 <0.08 >0.9 >0.9 >0.9 >0.9 큰값 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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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김계

수, 2010). 구체적으로, 강박적 일중독은 성취지향적 일중독, 인지적 냉소주의, 정서적 

냉소주의, 행동적 냉소주의, 과업갈등, 관계갈등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취지

향적 일중독은 인지적 냉소주의, 정서적 냉소주의, 행동적 냉소주의에 부적(-) 상관관계, 

과업갈등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지적 냉소주의는 정서적 냉소주의, 행동적 

냉소주의, 과업갈등, 관계에 정적(+) 상관관계, 정서적 냉소주의는 행동적 냉소주의, 과

업갈등, 관계갈등에 정적(+) 상관관계, 행동적 냉소주의는 과업갈등, 관계갈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상호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강박감 성취지향 냉소-인지 냉소-정서 냉소-행동 갈등-과업 갈등-관계

강박감 2.542 0.803 1

성취지향 2.894 0.695 .285** 1

냉소-인지 2.683 0.919 .213** -.154* 1

냉소-정서 2.335 1.007 .289** -.182** .689** 1

냉소-행동 2.863 0.861 .218** -.208** .644** .614** 1

갈등-과업 2.621 0.809 .287** .125* .568** .460** .451** 1

갈등-관계 2.531 0.833 .407** .055 .596** .599** .476** .749** 1

*p<0.05, **p<0.01, ***p<0.001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공공조직 구성원의 일중독(강박, 성취지향)과 조직 갈등 간의 관계에서 조직 냉소주의

(인지, 정서,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잠재

변수인 과업갈등의 오차항에서 헤이우드 케이스(음오차 분산)가 발견되어, 해당 오차항

의 분산을 0.005로 제약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2).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자유도는 418, 

p=0.000으로 기준치인 0.05보다 작고 GFI도 0.844로 기준치인 0.9에 미치지 못했다. 하

지만 CMIN/DF 값(2.522), RMSEA 값(0.076) 등이 허용기준치 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NFI, TLI, IFI, CFI 등은 모두 허용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동일요인 내 오차상

관에 대한 공분산을 설정하여 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수정모형의 경우 CMIN/DF 값이 

1.955, RMSEA 값이 0.060으로 허용기준치를 만족하고, TLI 값 0.922, IFI 값 0.932, CFI 

2)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는 측정오차의 음오차 분산이 한계치 이상으로 큰 경우로, 연구자가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0.005의 작은 값으로 고정 해야 한다. 

이는 적재치가 1보다 작은 값으로 하기 위함이다(김계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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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0.932 등으로 기준치인 0.90 이상을 나타내 허용범위에 속하였다. 나머지 적합도 또

한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표 4>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 적합도 간명적합도

 /df RMSEA NFI TLI IFI CFI PNFI PCFI

기본 
모형

1054.080
(df=418, p=0.000

2.522 0.076 0.830 0.876 0.890 0.889 0.746 0.799

수정 
모형

799.664
(df=409, p=0.000)

1.955 0.060 0.871 0.922 0.932 0.932 0.766 0.819

기준치 p>0.05 <3.0 <0.08 >0.9 >0.9 >0.9 >0.9 큰값 큰값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일중독이 

조직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냉소주의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중

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t값) p값
인지 ← 강박 1.254 1.574 0.028 5.630 ***
정서 ← 강박 1.176 1.498 0.275 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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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3. 효과의 분해

조직 구성원의 일중독이 조직 냉소주의를 거쳐 조직 갈등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간접

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

다(김계수, 2011).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과업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796으로 부(-)의 효과를 나타

냈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한 간접효과는 3.455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합한 총효과 또한 0.659로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관계갈등에 있어서도 직접효과는 

-1.530으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한 간접효과는 2.460으로 정

(+)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총효과 또한 0.929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5).

다음으로,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과업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275로 정(+)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한 간접효과는 -3.657로 부(-)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한 총효과 또한 -0.382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관계갈등에 있어서도 직접효

과는 2.027로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한 간접효과는 -2.607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총효과 또한 -0.580으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간접효과

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5).

행동 ← 강박 1.077 1.422 0.264 5.379 ***
인지 ← 성취 -1.314 -3.657 0.770 -4.750 ***
정서 ← 성취 -1.263 -3.571 0.762 -4.688 ***
행동 ← 성취 -1.152 -3.373 0.725 -4.654 ***
과업 ← 강박 -2.796 -3.224 0.660 -4.882 ***
관계 ← 강박 -1.530 -1.587 0.401 -3.955 ***
과업 ← 성취 3.275 8.378 1.830 4.577 ***
관계 ← 성취 2.027 4.664 1.104 4.226 ***
과업 ← 인지 1.540 1.416 0.242 5.849 ***
과업 ← 정서 0.706 0.639 0.158 4.051 ***
과업 ← 행동 0.644 0.563 0.105 5.364 ***
관계 ← 행동 0.376 0.295 0.076 3.902 ***
관계 ← 정서 0.680 0.553 0.110 5.021 ***
관계 ← 인지 1.002 0.828 0.154 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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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직 갈등에 대한 효과 분석

구분 강박 성취 인지 정서 행동

과업
갈등

직접효과 -2.796*** 3.275*** 1.540*** 0.706*** 0.644***

간접효과 3.455* -3.657* - - -

총효과 0.659* -0.382* 1.540*** 0.706*** 0.644***

관계
갈등

직접효과 -1.530*** 2.027*** 1.002*** 0.680*** 0.376***

간접효과 2.460* -2.607* - - -

총효과 0.929* -0.580* 1.002*** 0.680*** 0.376***

*p<0.05, **p<0.01, ***p<0.001

4. 연구가설의 검증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일중독을 강박적 측면, 성취지향적 측면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로 보고, 이러한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나라 공공조

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 있

어 조직 냉소주의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중독이 조직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일중독의 

두 가지 하위요소 중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Porter(1996)와 Scott, Moore & 

Miceli(1997)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우선 강박적 일중독자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속한 조직과 그 문화에 대해 개개인의 

성장기회를 촉진하는 문화로 여기기보다는 압박적이고, 폐쇄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

다(최영근･김규배, 2012). 강박적 일중독의 발현 동기 또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

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강압적 측면에서의 

발현 동기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취지향적 일중독자들은 강제적 혹은 강압적 측면으로 인해 업무에 매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며, 구성원에 따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조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며, 자발적

으로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면서 조직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므로(김성용 외, 

2015) 조직 냉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 냉소주의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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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Regoli, Crank & Rivera(1990)와  Wanous, Reichers & Austin(1994)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중독으로 인해 유발된 타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일중독자들로 하여금 냉소적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한광현, 2012). 이렇듯 조직

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높은 구성원의 경우 조직에 대한 애착과 기대를 철회하기 때문에

(고대유･강제상･김광구, 2015), 조직 갈등 등의 반생산적 활동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채택 되었다. 성취

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채택

되었다. 이는 정병석･탁진국(2009), 김영곤(2016), Galperin & Burke(2006), Porter 

(1996)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는 결과이다. 직무수행에 있어 성취지향

적으로 지나치게 깊게 몰입되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Taris, Schaufeli & Verhoeven, 

2005),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한광현, 2012). 또한, 성취지향의 기대결과인 외

재적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한주희, 2005). 특

히, 높은 업무성과에 대한 욕구는 조직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상호 간의 불만과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김영곤, 2016). 

이로 인해 조직 내 구성원 간 과업, 또는 대인관계의 측면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 갈등을 오히려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강박적 일중독은 주로 조직 내 비생산적 결과와 정(+)의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Korn, Pratt & Lambrou(1987)는 일중독이 일정 수준

까지는 조직 내 구성원의 업무 동기를 자극하여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 내 갈등을 저감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강박적 일중독자들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업무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과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공동 과업의 추

진 과정에의 참여 등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

적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본인의 강박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달리 업무에 대한 성과 측정이 

모호하고, 달성정도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강박감의 발현이 낮게 나

타날 수 있음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은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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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생활에 만족하고, 조직에 대한 사명감을 철회하지 않은 당사자에 한해서만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매개효과와 관련한 <가설 4>는 기각되었지만, 공공조직 구성원의 강박적, 성취

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를 통해 조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 갈등에 대한 직접 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조

직 냉소주의를 통해 그 효과가 정(+)으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 갈등에 대한 직접 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조직 냉소

주의를 통한 총 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강박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 냉소

주의의 정적(+) 체감을 통해 조직 갈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지향적 

일중독의 경우 조직 냉소주의에 대한 부적(-) 체감이 갈등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서 조직 냉소주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분

석의 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는 등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3-1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1
강박적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
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2
성취지향적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 냉소주의의 
정(+)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Ⅵ. 결론: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상 함의점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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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강박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를 증가시키고, 조직 냉소주

의는 강박적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부(-)적 관계를 다시금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강박적 일중독 성향과 그로인한 조직 냉소주의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결과이다3). 

강박적 일중독을 예방 내지는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내 중간 관리자들

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 상사의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퇴근직전 업무지시, 불필요한 

회의 및 대면보고 요구 등은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강박감을 자극하고, 이것이 불필요한 

일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들부터 장

시간 근무, 일하는 방식 및 일하는 문화 등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들과 근무혁

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4).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직원들이 과도한 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업무를 체계적으

로 분담시키고, 적절한 휴식시간과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의 행동을 보

다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근로환경

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박기륜･문계완･김성윤, 

2015). 나아가 조직외부에서 전문 카운슬링을 채용하거나,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직

원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오창현･최우성, 

2016).

또한, 일과 생활의 적정한 균형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정의함에 있어 기존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 여성(특히 육아

기) 등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본인의 동기부여와 일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

인 부분에서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의 관계를 본인 스스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혜정･유규창, 2013).

다음으로, 강박적 일중독자들의 조직 냉소주의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직적 차

원에서의 교육지원, 직원 복지를 위한 휴게 및 편의시설 마련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박적 일중독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으로써 조직 내 비공식 동호회

의 활성화,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EAP(employment assistance 

3) 본 연구에서 강박적 일중독이 조직 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결과만을 

가지고 강박적 일중독을 조직 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삼을 수는 없다. 특히, 조직 냉소주

의의 유발과 종국에는 이를 통해 조직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강박적 일중독을 공공조직 내 효과성 향상을 위해 저감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4)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28일자 신문기사,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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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곽선화･김왕의, 2013). 스스로 일 대신 다

른 취미나 외부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조직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조직 냉소주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원

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마땅히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직 내 갈등을 증가시키는 등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취지

향적 관점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개인적 측면에

서 스트레스나 긴장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한광현, 2006),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취지향의 장려가 구성원 

간 갈등의 양산이라는 부정적 효과 또한 수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정, 

승진에 대한 욕구 등을 불러와 조직 내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구성원 간 갈등

을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성취지향적 조직몰입’은 필요하나 ‘성취지향

적 일중독’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이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방지 내지는 조직성과

의 달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취지향의 관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성취의 지향이 조

직 내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내부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는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맹목적인 경쟁만이 아닌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상호호혜적인 문화를 조직 내에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조직 갈등의 저감

을 위해서는 조직 내 성과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지속가능성을 함께 중시하는 협업 

중심의 문화가 필요하다(김영곤, 2016). 이는 조직 내 성과 관리의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조직성과 달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 하면서도 개인적 인센티브 보다는 집단 및 조직적 인센티브를 확대

한다면 조직 갈등의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공공조직의 일중독과 조직냉소주의, 조직 갈등의 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공

조직별 문화, 규모, 근무환경 등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고, 조사된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조직 간에도 조직문화나 제도, 일의 강도 등에 따라 일중독의 

발현과 조직 냉소주의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조직문화, 규모, 환경 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중독 및 조직 갈등에 있어 국내에서의 원인과 요인을 상세히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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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므로, 한국적 측면에

서의 적실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한국적 특성의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다면, 일중독 및 조직 갈등의 관리차원에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더욱 더 

세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본 추출에 있어서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부 공공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조직을 대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조직유형

별 등으로 세밀히 구분하여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표본의 대표성 향상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도모가 필요하다. 또한 265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분석의 표본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표본의 수 또한 충

분히 확보하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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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문항

1. 조직 갈등 문항

번호 내용
1 조직 내에서 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자주 일어남
2 조직 내에서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자주 경험함
3 일에 대한 아이디어로 인해 갈등을 자주 겪음
4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에 일과 관련된 의견의 불일치가 자주 일어남
5 조직 내에서 정서적인 갈등을 자주 경험함
6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자주 긴장감을 느낌
7 조직 내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자주 경험함
8 조직 내에서 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사람들과 마찰을 자주 경험함

2. 일중독 문항 

번호 내용
1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함
2 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조바심이 생김
3 나는 일에서 벗어나 쉴 때, 죄책감을 느낌
4 나는 일을 할 경우 불안감, 긴장감 등이 해소됨
5 나는 늘 성급하고 시간에 쫓겨 사는 느낌이 듦
6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현재 나의 의무라고 생각함
7 나는 성과 달성에 흥미가 있어 일에 몰두함
8 나는 일이 흥미로워 동료가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일을 함
9 나는 일의 최종 결과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함
10 나는 현재보다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며 일을 함

3. 조직 냉소주의 문항

번호 내용
1 우리 조직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2 우리 조직의 정책, 목표, 실제 업무 수행 사이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음
3 우리 조직이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 정말 실행할 것인지 의문스러움
4 우리 조직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보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5 우리 조직이 실행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로 행한 것 사이에서 유사성을 별로 찾을 수 없음
6 우리 조직을 떠올리면 짜증이 남
7 우리 조직을 떠올리면 화가 남
8 우리 조직을 떠올리면 긴장이 됨
9 우리 조직을 떠올리면 불안감이 듦
10 조직 밖의 친구들에게 우리 조직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함

11
조직(혹은 부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
하려 하지는 않음

12 때때로 사람들과 우리 조직 경영 방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
13 직장 내 사람들과 함께 우리 조직의 관행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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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yn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aholism and Organizational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Ju-Kyong Kim & Young-G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ynicism when workaholism among the members of the public organizations affects 

organizational conflict. In order to do so, workaholism (obsession, achievement orientation)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organizational cynicism (cognition, sentiment, 

behavior) as a parameter, and implemen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based on 

survey data from 265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obsessive workaholism exert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ynicism an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achievement-oriented workaholism exerts a nega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ynicism and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nflict. The 

interesting factor that this research found was that the cynicism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aused by obsessive, achievement-oriented workaholism, may change the 

influence of workaholism upon organizational conflicts and its direction through mediating 

effects. A range of policy-related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n reducing 

organizational conflicts, workaholism, and organizational cynicism are provided based on 

this analysis.

【Keywords: workaholism,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