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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개발된 일중독 척도인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Aziz et al., 2013) 척도를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

로 타당화한 후,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가족관계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가

족관계만족도를 통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중독은 과도한

일 몰입으로 인해 일생활불균형을 경험하고, 업무에 완벽주의적인 성향

을 가지며, 강박적으로 일하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금단증상을 겪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

서 진행되었으나,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

계만족도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고용

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도 있다. 이때 가족관계만족도는 일중독의 선행요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기타당화(self-validation) 관점에 따르면 가

족관계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해외연구에서는 일중독

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일

중독과 가족관계만족도는 쌍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

단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중독의 선행

요인과 매개요인, 결과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일중독이

양산되는 과정과 일중독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자 한다. 한편, 국내 일중독 연구는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 근로자의 일중

독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일중독 척도의 타당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7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만 60세 이하이며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에 종사하는 2,494명을 대상으로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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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변별타당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15차(2012년)부터 18차(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

하여 만 60세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 총

1,600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성, 일중독, 가족관계만족도의 전반적 경

향을 살펴보고 고용불안정성, 일중독, 가족관계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을 통제하였으며, 구조적 관계에서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는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는 1개 문항을 삭제한 28개 문항이 일생활불균형, 완벽주

의, 중독, 금단증상의 4가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근로자의 일중독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

과 부적 상관, 혹은 낮은 상관을 보여 일중독이 조직몰입과 구분되는 독

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정성(15차)은 가족관계만족도(16차)와 일중독(17차)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가족관

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중독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16차)는 일중독(17차)과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18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일중독 수준이 높

아졌으며,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고용불안정성(15차)과 일중독(17차) 수준의 관계를 가족관

계만족도(16차)가 매개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가족

관계만족도가 낮아졌고, 그 결과 일중독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고용불안

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다음 해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아졌고, 이는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

계만족도와 일중독을 모두 거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척도를 타당화함으로써 일중독 연

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일중독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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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일중독 현

상에 대한 이해와 일, 가족, 일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일중독

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일중독(workaholism), 고용불안정성 (job insecurity), 가족관

계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학 번 : 2015-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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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쟁중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시간 증가, 성과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게 되었고(김현미, 2001; Blair-Loy, 2009) 과학기술

의 발전으로 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

로 일에 중독되어 다른 삶의 영역은 경시하게 되는 일중독

(workaholism)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일은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

기 때문에 일중독은 존경받는 중독으로 장려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고 강

박적으로 일을 하며 일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일중독은 다른 중

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과 일 관련 요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잠재

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ke, Oberklaid, & Burgess,

2004; Chrapek, 2015; Clark, Michel, Zhdanova, Pui, & Baltes, 2016).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에서는 일중독의 개념과 측정방법, 일중독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연구들이 비교적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중독자가 되는 것이 회사뿐 아니라 가족에 헌신하는 것

이라고 간주하며, 일중독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장려하기 때문에, 국내

에서는 일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다(한광현, 2011). 그러나 우

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가족, 학교 등 사회집단에서 성취에 대해서 기회

와 보상이 주어지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강수돌,

Heide, 2009). 또한 집단주의 특성, 장시간 근로관행, 성취중심 및 경쟁적

인 분위기 등 일중독을 촉진하는 조직문화(한광현, 201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일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장시간 근로가 곧 일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노동시

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이어 두 번째로 길며(유승호, 2014), 한국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이규용 외, 2015)에 따르면



- 2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7% 정도가 일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국 근로자의 일중독에 관한 연구는 시의성을 가진다.

국내의 일중독 연구는 최근 시작되었으며, 일중독과 가족관계를 연결

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중독을 가족학적 관점에서 살

펴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직종을 대상으로 사회화가 일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가옥, 이지영(2006)의 질적 연구 한 편에 불과하다. 일중

독은 조직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까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족과의 관계가 일중독을 촉진하기도 하므로(이

가옥, 이지영, 2006; Robinson, 2014; Srivastava, 2014) 본 연구에서는 가

족학적 관점에서 한국에서 일중독이 가족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중독은 고용불안정성과 같이 기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환경적인 요

인들에 의해 강화되거나 촉진될 수 있다. 고용불안정성은 의식적, 무의식

적으로 일을 더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일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나

걱정을 야기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윤수민, 이재식, 2010; 이가옥, 이지영, 2006; 한광현, 2011).

게다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고

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세계경제불황과 일자

리부족으로 노동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정성은 일중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

가옥, 이지영, 2006).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간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왕배, 2007; 이가옥, 이지영, 2006; 한

광현, 2011). 하지만 일과 가족은 개인에게 중요한 두 축이며 가족관계는

고용불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을 제외하고 고용불

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잠재적 박탈 이론(latent deprivation model)에

따르면 고용에 대한 불안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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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ahoda, 1982). 또한 자기타당화 이론(self-validation theory)에 따르면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은 일에서의 자기타당화에 집착하고 일에 더욱 몰

입하는 등 일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shiyama & Kitayama,

1994).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중독과 가족관계는 상호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가족관계에 대

한 불만족은 일중독자가 일로 회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일중독이 가족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Andreassen, Hetland, & Pallesen, 2013; Bakker,

Demerouti, & Burke, 2009; Shimazu & Schaufeli, 2009). 따라서 일중독

과 가족관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일중독과

가족관계 간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중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중독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한광현, 2006). 해외 학자들에 의해 일중독을 측정하는 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타당도와 척도의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Aziz, Uhrich, Wuensch, &

Swords(2013)는 일중독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을 개발하였다. 한국노동패

널조사에서도 2014년 수집된 제17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처음으로 Aziz et

al.(2013)의 척도를 사용하여 일중독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이규용 외(2015)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하여서 충

분한 타당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교문화연구들에 따르면 각 문화

와 나라마다 일중독의 측정과 영향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서양과 동양은

노동시간과 일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화권에서 측정

도구가 일반화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Aziz, Adkins, Walker,

& Wuensch, 2010; Schaufeli, Shimazu, & Taris, 2009; Snir & Harpaz,

2009). 또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몰입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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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일중독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요인구조는 척도가 개발된 미

국에서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WAQ)가 한국 근로자의 일중독 수준을 측정하기에도 타당한지 살펴보

는 것이다. 일중독 척도를 한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타

당화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듦으로써

한국의 일중독 연구 확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과정을 거친 일중독 척도를 사용하여 고용불안정

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고용요인으로 인해 일중독이 양산되는 과정

과 일중독의 매개요인, 일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결과를 포함하는 메

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과 가족 요인은 서로 전이가 일어나는 영

역이며 일중독과 가족관계는 상호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중독을 촉진하는 선행요인과 매개요인, 결과

요인을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 간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일중독 현상과 고용요인, 일

중독, 가족관계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일중독 개인과

가족, 기업에서의 심리 상담과 가족 상담 및 교육, 고용 관련 정책 입안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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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Aziz et al.(2013)의 일중독

척도를 타당화하고 한국에서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거쳐 일

중독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어떠한지,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중독 척도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

는 한국 근로자의 일중독 수준을 측정하기에 타당한가?

연구문제 2.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고용불안정성은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고용불안정성은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일중독은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도식화 한 연구모형은 <그림 Ⅰ-1>과 같다.

고용불안정성

(15차)

일중독

(17차)

가족관계만족도

(18차)

가족관계만족도

(16차)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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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일중독의 개념

1) 일중독의 정의

일중독(workaholism)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Oates(1971)가

「Confessions of a Workaholic: The Facts about Work Addiction」라

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여기서 Oates(1971)는 일중독을 ‘과도하게

일에 집착하는 습성으로 건강, 대인관계, 행복감과 사회적 기능을 영위하

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일중독 문제는 산업,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일중독의 정의는 다양하며, 일중독 문헌의 축적에 따라 개념정의 역시

정교화되고 있다. 일중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한다는 것이지만(Moiser, 1983; Snir & Harpaz, 2012) 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일중독을 정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Spence &

Robbins(1992)는 일중독을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내적 강제로 강박적

으로 일을 하며, 일에 대한 즐거움이 낮은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Porter(1996)는 조직의 요구보다는 내적인 동기로 인해 일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다른 삶의 영역이 경시되는 것이 일중독이라고 보았다. 유

사하게, 이후 학자들은 일중독이 조직에서의 요구 이상으로 조절하기 어

려울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한 생각을 하

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가족이나 생활 영역이 희생되는 정도까지 일을 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udrack & Naughton, 2001; Robinson, 1998;

Schaufeli, Taris, & Van Rhenen, 2008; Scott, Moore, & Miceli, 1997;

Sussman, 2012).

다만, 일중독은 자유재량이 주어졌음에도 내적인 강제로 많은 시간 과

도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제시하는 업무나 경제

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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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et al., 2008; Sussman, 2012)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조직의 요구로 인해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일중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직문화나 조직에서의 요구 등 외적인 압력으로 인해

일에 대한 내적인 강제가 일어나게 되면 일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Frasunkiewicz, 2007). 또한, 일중독자는 일중독의 경향을

지닌 일에 대한 요구가 많은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에 선택하여 들어가거

나 경제적인 이유나 직무환경을 일중독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일중독이 단순히 일에 대한 몰입이 아닌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한 Griffiths & Karanika-Murray(2012)에 따르면 일중독의 6가지

구성요소는 개인의 삶에서 일의 현저성, 일로 인한 기분 변화, 내성 혹은

과도하게 일하는 습성, 일을 하지 않으면 겪는 금단증상, 과도한 일로 인

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갈등을 빚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Aziz et al.(2013)은 이러한 일중독의 중독적인 측면을 특히 강

조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금단증상, 업무에 대한 완벽주의, 일

과 관련된 불쾌한 감정, 일로 인해 다른 삶의 영역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일중독을 정의하였다.

일중독 개념과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으로 직무몰입(work

engagement)이 논의되어왔다. 직무몰입은 ‘직무에 열의를 가지고 헌신하

며 자기 일에 열중하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신 상태’로 정의된다.

직무몰입(work engagement)과 일중독(workaholism)은 많은 시간을 일

에 할애하고 일에 몰입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

나, 선행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직무몰입과, 일을 해야 한다는 내적 강제를 느

껴 일을 하게 되는 일중독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러 연

구에서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Gorgievski, Bakker, & Schaufeli, 2010;

McMillan & O’Driscoll, 2006; Schaufeli et al., 2009; Shimazu &

Schaufeli, 2009; Snir & Harpaz, 2012).

일중독이 조직몰입과 유사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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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은 조직에 헌신하는 정도로, 조직을 위해 기꺼이 일하려는 자세

및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Jex & Britt, 2014)이라고 정의된다. 조직몰입

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충성심을 느끼는 정도를 의

미하는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조직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정도를 고려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

는 계속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조직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으로 구분될 수 있다(Meyer & Allen, 1991).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은

어떠한 직장인지, 상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의 몰입정도가 매우 달라

질 수 있으며 계속 몰입은 현재 직업에 대한 대안이 부족할 때 영향을

받고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의무감으로 조직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중독의 강박적인 특성은 조직이나 상사에 크게 상관

없이 존재하며, 대안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단순히 조직에

대한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과는 구분된다(Uhrich, 2011)는 점에서 일

중독과 차별적인 개념이다.

학자들마다 정의에 차이는 있으나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중독은 많은

시간 계속해서 일에 몰입하는 행동, 자기 조절이 어려울 정도의 일에 대

한 강박 및 집착, 일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 및 죄책감과 같은 정서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Oates, 1971; McMillan, Brady,

O’Driscoll, & Marsh., 2002; Ng, Sorensen, & Feldman, 2007; Schaufeli,

Taris, & Bakker, 2008; Smith & Seymour, 2004).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중독의 중독적 측면과 일중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Aziz et al.(2013)의 일중독 개념을 사용하여, 일중독을 중독적 특

성과 완벽주의 성향, 일생활불균형 측면과 금단증상, 불쾌감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일중독의 측정 및 하위요인

해외에서 일중독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된 척도에는 Workaholism

Battery(Spence & Robbins, 1992)와 Work Addic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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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WART; Robinson, 1999), 그리고 Dutch Workaholism

Scale(Schaufeli et al., 2009)이 있다. 첫째, Workaholism Battery 척도

(Spence & Robbins, 1992)에서는 일중독을 몰입(involvement), 충동

(drive), 향유(enjoyment)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

의 조합으로 여섯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일중독의

유형 중 열정자(work enthusiasts)는 충동은 평균 이하이지만 일 향유나

몰입은 평균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일중독자(workaholics)는 충동과

몰입은 높지만 향유 정도는 낮은 경우, 열정 일중독자(enthusiastic

workaholics)는 이 모든 세 가지 유형이 평균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외

의 유형은 비(非)일중독자로 간주된다. 둘째, Work Addiction Risk

Test(Robinson, 1999)에서는 일중독을 일에 대한 과잉 몰입 및 집착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 친밀한 관계, 자녀 양육 참여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Work Addiction Risk

Test에서는 일중독을 일에 조급함을 느끼는 강박적 성향, 결과물이 자신

의 기준에 미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등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통제감,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손상된 의사소

통 및 자기 몰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의 일을 위임하

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성, 실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자기-가치 특성의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Dutch Workaholism Scale(Schaufeli et al., 2009)에서는 일중독을 과도

하게 일하는 특성과 강박적으로 일하는 특성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세 측정도구가 일중독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기는 하

였으나 한계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우선, 이러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

들에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과 구성 요소의 부

적절함, 일중독의 다차원적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되어 왔다(정인호, 이은진, 2013; Aziz et al., 2013). 특히, Spence &

Robbins(1992)의 Workaholism Battery에서 일중독의 하위영역으로 제시

된 일 향유, 일 강박, 일 몰입 중에서 일 몰입이 다른 두 영역에 내포되

는 구성 개념이라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Work Addiction Risk Test나



- 10 -

Dutch Workaholism Scale 역시 타당화 대상의 동질성, 요인구조의 불안

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Aziz et al., 2013; Ersoy-Kart,

2005; McMillan et al., 2002). 또한, 측정도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독

적 특성을 포괄하는 일중독 개념 및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

시되어왔다(Griffiths & Karanika-Murray, 2012).

이러한 배경에서 Aziz et al.(2013)은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일 영역에 대한 과잉

몰입으로 인한 일생활불균형, 업무에 대한 집착 등을 포함하는 업무 완

벽주의, 일에 중독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문항을 포함하는 중독 측면,

일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나 일에 대한 조급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금단증상의 총 다섯 가지 영

역으로 일중독을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일중독의 일생활불균형의

측면과 강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는 Griffiths & Karanika-Murray(2012)가 제시한 일중독의 중독적 측면

을 모두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일중독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서도 2014년 수집된 제17차 부가조사에서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를 이용하여 일중독을 측정하였다.

해외에서는 일중독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고 연구에

사용되어왔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일중독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이규용 외, 2015)

에서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부분적인 타당도 검증에 그쳤다. 일중독 연구가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진

행되기 위해서는 일중독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타당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일중독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Aziz et al.(2013)

의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를 우리나라에서 대표성

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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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중독 관련 요인

일중독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일중독을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

와 독립변수로 다룬 연구가 있다. 먼저, 일중독을 종속변수로 하여 어떠

한 요인이 일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개인적 특성이나 미시 체계에 관심을 두는 심리학 및 상담학에서는 개인

의 성격이나 열등감,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원가족의 역기능을

일중독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Robinson, 1997). 선행연구에서는 일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완벽주의, 강박증, 성실성, 신경증 등

개인의 성격(Burke, Matthiesen, & Pallesen, 2006; Clark, Livesley,

Shroeder, & Irish, 1996; Mudrack, 2004), 자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의 열등감(이가옥, 이지영, 2006; Killinger, 1991)이나 낮은 자존감

(Robinson, 2000) 등이 제시되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일중독자

개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

노동구조나 고용특성 등 거시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사회학이나 경

영학에서는 고용특성이 일중독을 양산해내고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해왔다(이가옥, 이지영, 2006; Griffiths & Karanika-

Murray, 2012; Snir & Harpaz, 2004). 선행연구에서 일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직특성으로는 종사상 지위(이규용 외, 2015; Snir

& Harpaz, 2004), 일에 대해 인정해주는 경험(McMillan, O’Driscoll, &

Burke, 2003), 성과주의 경영시스템(한광현, 2011), 고용불안정성(김왕배,

2007; 이가옥, 이지영, 2006; 한광현, 2011), 승진이나 보너스, 임금 등 형

태가 있는 보상, 조직문화, 직무만족이나 조직헌신(한광현, 2011; Snir &

Harpaz, 2004) 등이 있다. 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일중독과 관련하여

노동구조나 정책,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둔다.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요인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외에, 가족

학적 관점에서도 일중독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가족학적 관점에

서는 크게 원가족 요인과 현재가족 요인이 일중독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의사

소통이나 애정적 관여 부재(Robinson, 1998),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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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성향(Srivastava, 2014), 부모의 부부불화를 경험하는 등 역기능

적인 원가족의에서의 경험(이가옥, 이지영, 2006; Robinson, 1998)이 일중

독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원가족이 일중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가족관계 역

시 일중독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일중독과 가족관계에 관한

이론적 틀을 고안한 해외 선행연구(Ishiyama & Kitayama, 1994)에서는

현재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일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일중독

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일중독 연구에서 가족관계에 관심

을 가지고 일중독 해결에 있어서도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일중독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중독을 독립변수로 하여 결과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일중독 연구 초반에는 일중독이 직무 요인이나 개인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졌으나(McMillan, O’Driscoll, Marsh,

& Brady, 2001) 일중독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Robinson & Post, 1995) 일중독이 가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일중독이 개인에게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차원에서는, 일중독이 정서적

스트레스(Taris, Schaufeli, & Verhoeven, 2005), 신체적 건강과 수면의

질(Burke, 2000; Shimazu & Schaufeli, 2009), 직무 관련 사고와 각종 질

병(Dembe, Erickson, Delbos, & Banks, 2005)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된다(Ishiyama &

Kitayama, 1994; Kanai, 2006). 일에 몰입하는 행동으로 인해 일중독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상 직무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중독은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만

족(Burke et al., 2004; Schaufeli et al., 2008), 이직률(Homer, 1985)에 영

향을 미치며 재충전 시간의 부재로 업무 관련 실수가 증가할 수 있다

(Van der Hulst, Van Veldhoven, & Beckers, 2006)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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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일중독이 조직,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관계, 배우

자 및 자녀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한광현, 2006;

Bakker et al., 2009). 일중독은 가족의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

회적으로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중독자의 가족들은 명확히 비난의 대

상이 존재하는 다른 중독자의 가족들보다도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으

며 상황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Mieścicka, 2002, Chrapek, 2015

에서 재인용). 일중독자의 배우자는 높은 우울, 일로 인해 순위가 밀려난

기분, 자신의 건전성을 의심하는 등 10가지 증상을 겪고(Robinson, 2001;

Robinson, Flowers, & Ng, 2006) 자녀들은 외로움,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고(Carroll & Robinson, 2000), 부모화되거나(Chrapek, 2015)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며(Golińska, 2008, Chrapek, 2015에서 재인용) 부모

의 일중독 성향을 물려받게 되기도 한다(Chamberlin & Zhang, 2009).

또한, 일중독은 본인이 지각하는 가족관계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일중독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

기보다 고용요인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 혹은 가족이라는 미시

체계 요인이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Heide, 2001) 한국의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중독과 고용 요인, 가족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고

려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중독은 직무, 개인,

가족 문제의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Robinson, 2001). 그렇기 때문에 횡단자료로는 일중독의 선

행요인, 매개요인, 결과요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일중독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

고 그에 따라 어떠한 지점에서 개입해야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요인 중 고용불안정성

의 영향을 살펴보고,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중독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가족관계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중

독의 선행요인, 매개요인, 결과요인을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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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1) 고용불안정성의 개념

노동시장이 급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용의 유연화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점차 예측이 불가능한 노동시장에

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은 악화되었다. 고용불안정성은 개인의 건강,

조직 효율성이나 삶의 만족,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최근 20년간 고용불안정성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하

였다(Sverke, Hellgren, & Näswall, 2002).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실직한 근로자뿐 아

니라 남아있었던 근로자들까지도 고용과 관련한 불안감을 크게 경험하였

다(한광현, 2011). 최근에는 세계경제불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용불안정

성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많은 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 일을 마치더

라도 눈치를 보며 직장에서 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프리젠티즘

(presenteeism)이 특히 심해지게 되었다.

고용불안정성은 고용 상황이 지속될지에 대한 기대 및 걱정(Davy,

Kinicki, & Scheck, 1997; Gaunt & Benjamin, 2007),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인식(Cheng & Chan,

2008; Heaney, Israel, & House, 1994) 등으로 정의된다. 고용불안정성은

이직의도, 직무몰입, 조직헌신 및 업무 수행능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김종관, 윤준섭, 2011; Dekker& Schaufeli, 1995; Greenhalgh &

Rosenblatt, 1984; King, 2000) 직무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나 심리적 질

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한광현, 2011). 또한 단기적 영향력과 장기적 영향력을 모두 살

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Sverke et al., 2002).

고용불안정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비정규직 여

부, 근로형태 등 객관적인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과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 15 -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 중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서의 고용불안정성은 시

간제 여부, 비정규직 여부, 혹은 계약직인지 여부 등으로 정의될 수 있

다. 반면, 주관적인 인식으로서의 고용불안정성은 미래 고용에 대해서 얼

마나 확신하는지, 미래에도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

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둔다(De Witte, 1999; De Witte & Näswall, 2003;

Mohr, 2000). 고용불안정성은 단지 상황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De Witte & Näswall, 2003)

같은 상황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불안정성은 다르게 지각할 수 있

다(김종관, 윤준섭, 2007). 특히 행동과학 분야에서는 고용불안정성을 주

관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Sverke et al., 2002).

Hellgren, Sverke, & Isaksson(1999)은 건강 관련 요인은 객관적 고용불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직무 태도와 같은 요인은 질적인 고용불안

정성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

안정성을 개인적인 경험이자 정서 및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일중

독, 가족관계만족도와 관련지어 보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성을 객관적인

상황 자체보다도 본인이 고용불안정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주관

적 고용불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

일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불안이라는 정서가 기저에 깔려 있

으며, 고용불안정성은 일중독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중요한 자원을

잃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자원을 보호하고자 이에 더욱 시간과 에

너지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Gorgievski & Hobfoll, 2008). 개인에게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용의 상실에 대한 위협, 즉 불안정성을 인지하는

경우 고용이라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과도하고 강박

적으로 일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Spurk, Hirschi, & Kauf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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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ussman, 2012). 국내에서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간 관련성을 살

펴본 연구들에서도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고용 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며, 불안감을 감소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

에 과도하게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한광현, 2011). 즉, 미래

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노동에 몰입하게 되고 일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중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

왕배, 2007; 이가옥, 이지영, 2006; 정병석, 탁진국, 2009; 한광현, 2011).

고용불안정성의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불

안정성이 일중독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이규용 외, 2015;

Snir & Harpaz, 2004). 임시직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성

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일에 대한 몰입으

로 인해 일중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일용직은 일거리가 불안정하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조바심을 가지게 되거나 불

안감을 가지는 금단증상이 높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상

대적으로 근무시간은 유연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요한 책임감으로 인해

더욱 일중독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매

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 몰입과 일 강박에 빠질 수 있으며

일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 역시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불안정성은 일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족관

계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근거는 잠재적 박탈 이론(latent

deprivation model; Jahoda, 1982)과 일-가족 전이이론(spillover theory)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잠재적 박탈 이론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

업을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은 심리적으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고용은 개인에게 소득,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적 연결망, 안정적인 가

족 기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때문에(Jahoda, 1982)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은 개인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

고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ng, Chen,

Chen, & Chiang, 2005; Dekker & Schaufeli, 1995). 특히 배우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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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본인의 가족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용불

안정성을 높게 보고한 근로자들은 결혼관계에서 더 높은 긴장감을 나타

내고 부부갈등이 증가하며(김진영, 송예리아, 2012) 가족관계의 질이나

(Hughes, Galinsky, & Morris, 1992)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아져(송이은,

김진영, 2012; 이은주, 2003; Larson, Wilson, & Beley, 1994; Nolan,

Wichert, & Burchell, 2000) 이후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Lampard, 1994). 고용불안정성은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Nolan et al., 2000), 고용불안정성을 느끼는 경우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arling,

1990),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 Loo, 2003). 이처럼 고용은 개인과 가족

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지각은 가족생활의 질,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일-가족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은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

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일-가족 전이이론에 따르면 일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 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다시 일 관련 스트레스

및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고용불

안정성이라는 일 관련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Dyk, 2004;

Mauno & Kinnunen, 1999),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이라는 가족 관련 스

트레스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ker et al., 2009). 즉, 고용불

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간 관련성에서 매개역할

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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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

1)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타당화, 보상이론, 조작

적 학습 등의 이론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타당화

(self-validation) 관점(Ishiyama & Kitayama, 1994)에 따르면, 개인은 안

정감, 자기 수용, 자율성, 소속감, 애정 등으로 구성되는 자기 타당화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족 내에서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족 영역에서

자기타당화의 감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영역, 그중에서도 특히 일

관련 타당화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일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일 관련 타당화 감정

을 높이기 위해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될 수 있다(이규용 외, 2015;

Ishiyama & Kitayama, 1994; Robinson, 1997).

일-가정 갈등을 설명하는 개념 중 보상이론(compensation theory)으로

도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보상이라는 개념은 한 영역에서 무언

가 부족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역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지만, 가족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

는 경우 일에서라도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몰입, 일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 일생활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학습이론의 조작적 학습(Skinner, 1971) 관점은 가족에서의 경험이 일

중독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McMillan et al.

(2003)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갈등과 같이 일 이외 영역에서의 부정적 경

험이 일중독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중독자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삶

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일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

한 통로를 통해 도피하려는 특징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Ng et al.,

2007; Seybold & Salomone,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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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용인되

는 일을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위와 같은 몇 가지의 이론적 틀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는 일중독을 촉

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련성을 실증연구로 다

룬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일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

는 영향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일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일중독이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중독이 개인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일중독자의 경우 가족관계만족도가 낮고(Bakker et al., 2009) 가족

생활에 대한 실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hlowits, 1980). 미

국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일중독자는 배우자에 대해 덜 긍

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애착,

신체적 매력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Flowers, &

Carroll, 2001; Robinson et al., 2006).

네덜란드의 맞벌이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중독 성향이 강한

경우 일에 대한 태도로 인해 가족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부부관

계만족 또한 낮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Bakker et al., 2009). 4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중독 연구를 진행한 Pietropinto(1986)는 일중독자의

경우 부부생활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부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회피하거

나 침묵하는 등의 수동적-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중독은 개인의 일-가정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sso & Waters(2006)에 따르면 일중독자는 일과 가족 역할을 균형 있

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곧 높은 일-가정 갈등으로 이어

진다고 제시하였다. 일본의 일중독 남녀를 대상으로 한 Shimazu,

Demerouti, Bakker, Shimada, & Kawakami(2011)의 연구에서는 일중독

남성과 여성 모두 모두 비(非)일중독자에 비해 더 높은 일-가정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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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가정 갈등이 곧 가족관계만족도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일-가정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가족관

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일중독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의 연구에서는 일

중독자와 비(非)일중독자 간 가족관계만족도와 가족 응집력에 대한 인식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cMillan,

O’Driscoll, & Brady, 2004).

국내에서는 가족관계와 일중독을 관련지어 살펴본 실증연구가 없지만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중독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중독과 가족관계만족도는 양방향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그 선후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에서 가족관계와 일중독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

고자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를 모두 포함하여 그 구조적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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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의 15차(2012년), 16차(2013년),

17차(2014년), 1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한국 가구 및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

성원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변동, 소득 및 소비 활동,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활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2014년 수집된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

본을 대상으로 Aziz et al.(2013)의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문항들을 번안하여 일중독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일중독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17차(2014년) 부가자료의 일중독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응답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7차 조사 당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중독

을 측정하는 문항이 화이트칼라 등 특정 직업 특성과 관련(강수돌, 2002;

이동명, 2011; Fassel, 1990)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일중독 문항을

최초로 타당화하는 국내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여건이 유사한 직

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둘째, 2016년 기준 정년퇴직연령이 만

60세인 것을 고려하여, 일중독이 측정된 17차 조사 당시 만 60세 이하의

근로자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일중독 문항에 응답한

2,494명의 자료를 척도 타당화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일중독 변수 외에 고용불안

정성과 가족관계만족도 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문제 1의 척도 타

당화에 사용한 응답자의 조건과 함께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1) 17차 조사에서 직종은 통계청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직종별

구체적인 직업은 부록의 질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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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변수 n(%)

성별(17차) 고용형태 15차 17차

남성 943 (58.9) 정규직 973 (87.5) 1,153 (85.9)

여성 657 (41.1) 비정규직 139 (12.5) 187 (11.7)

연령(17차) 근로시간 15차 17차

20대 26 ( .20) 0-20시간 18 ( 1.5) 32 ( 2.0)

30대 630 (39.8) 21-40시간 565 (49.5) 646 (40.4)

40대 638 (40.0) 41-60시간 521 (32.9) 600 (37.5)

50대 306 (20.0) 60시간 이상 62 ( 4.4) 63 ( 4.8)

평균(세) 43.80 평균(시간) 44.88 44.94

추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차(2012년) 자료의 고용불안정

성 문항에 응답한 근로자를 선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인 16차(2013년)와 18차(2015년)의 가족관계만족도에서 ‘가족’이 의미하

는 바를 통제하기 위해 16차와 18차에 기혼 상태인 응답자를 선택하였

다. 기혼 상태인 경우만 포함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배우자 혹은 자녀를

포함하는 생성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만족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응답

자 중 1,600명의 응답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한 연구대상자 1,600명의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58.9%, 여성이 41.1%로

남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며 연령(17차)은 평균 43.8세였다. 교육수

준(17차)은 4년제 대학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년제 대학졸업과

고졸 이하의 근로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직종(17차)은 관리직, 전문직, 사

무직 중에서 전문직의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은 43.7%

를 차지하였다. 고용형태(15, 17차)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았으며,

근로시간(15, 17차)은 평균 약 45시간이었다. 자녀수(16, 18차)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업무량은 정규시간 대비 적절하다

고 응답한 경우가 74.2%, 정규시간 대비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22.4%를

차지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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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변수 n(%)

교육수준(17차) 자녀수 15차 17차

고졸 이하 316 (19.8) 없음 137 (8.6) 132 (8.3)

2년제 대학 317 (19.8) 1명 276 (17.3) 279 (17.4)

4년제 대학 743 (46.4) 2명 429 (26.8) 437 (27.3)

대학원 석사 175 (10.9) 3명 이상 60 ( 3.7) 61 ( 3.8)

대학원 박사 49 ( 3.1) 평균(명) 1.46 1.48

직종(17차) 업무량 수준(17차)

관리자 68 ( 3.8) 정규시간 대비 많음 359 (22.4)

전문직 828 (53.5) 정규시간 대비 적절 1,187 (74.2)

사무직 704 (43.7) 정규시간 대비 적음 54 ( 3.4)

주1: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의미

주2: 고용형태, 근로시간, 자녀수는 결측치가 있어 변수별 합계가 1,600명보다 작음

2. 측정도구

1) 일중독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일중독 현황

을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에서는 Aziz et al.(2013)의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의 문항을 번안하여 신뢰도를 검토

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불

쾌함, 금단증상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

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

에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등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있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이규용 외, 2015)에서는 편의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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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일생활불균형 1, 6, 12, 14, 23, 24, 25, 26, 27, 28, 29 11

완벽주의 18, 19, 20, 21, 22 5

중독 7, 8, 9, 11, 13 5

불쾌감 10, 15, 16, 17 4

금단증상 2, 3, 4, 5 4

간점수 3점을 기준으로 일중독 여부를 구분하였으나 Aziz et al.(2013)에

서는 일중독을 수준으로 보고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

중독 수준을 연속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에 적절하다고 보

고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척도의 문항들

에 대해 각 하위영역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 기술하였다.

<표 Ⅲ-2>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의 구성

주: 영문 원척도의 구성임

2) 고용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은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용불

안성은 “주된 일과 관련해서 취업의 안정성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

까?”라는 단일문항으로 한국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중 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직무만족도 척도는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에서 개발한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 & Hulin(1969)이 개

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정

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매우

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불만족’ 5점까지로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

수가 높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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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와 18차 조사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

되었으며 ‘매우 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불만족’ 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일중독 척도의 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해 조직몰입 척도

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은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1974)의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OCQ)에 근거하여 선별된 5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894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일중독 변수가 측정된 17차(2014

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자’ 0, ‘남자’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미취학’ 1에서부터 ‘대학원 박사’ 9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소득은 작년 세전 총 연간 근로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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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크게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척도 타당화와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 타당화를 위한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 Aziz et al., 2013)의 타당

화는 (1)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 산출, (2) 요인의 수 및 구성 문항 탐색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3) 하위영역 구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

석 실시, (4)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 실시의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 추출법과 직접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사용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 합

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Boomsma(2000), Kline(2011), McDonald &

Ho(2000), West, Taylor, & Wu(2012)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X2 검증,

CFI, RMSEA, SRMR을 검토하였다. 합치도지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정지수와 문항내용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수정지수가 가장 크고 문항

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부터 공분산을 투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 척

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중독과 유사 개념 간의 변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일중독과 관련이 높고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개념이자 한국

노동패널조사에서 일중독 변수와 동일한 시점(2014년)에 측정한 조직몰

입 개념이 일중독 개념과 구분되는지 살펴보았다. Uhrich(2011)는 조직

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은 일중독의 변별타당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하여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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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일중독의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

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고용불안

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보

고되기 때문에(Rocha, Hause Crowell, & McCarter, 2006; Rosenblatt,

Talmud & Ruvio, 1999) 구조모형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합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합치도 지수인 X2 검증과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상대적 합치도지수

중에서는 비교적합도지수에 해당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모

델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X2 검증값은 유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

지만 표본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값이기 때문에(홍세희, 2000) 다른 지수

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SRMR값은 .08 이하면 좋은 합치도지수라

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CFI는 .95 이상이면 합치도가 매우

좋으며 .9 이상이면 적절한 합치도지수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합치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05보다

작으면 매우 좋으며 .08보다 작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구조방정식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과 구

조모형 검증을 위해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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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중독 척도 타당화

1) 신뢰도 분석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Aziz et al., 2013)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과 문항 총점간의 상관관계, 전체 문항의 내적 일

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 문항을 제외했을 때의 Cronbach’s α값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하위영역별로 각 문항과 영역 총점간의 상관관

계와 영역별 Cronbach’s α값, 문항을 제외했을 때 각 영역의 Cronbach’s

α값을 분석하였다.

일중독 척도의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값의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일중독이라는 전체 구성개념의 하위문

항으로서, 각 문항은 전체 문항의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상관계수는 .30 이상이어야 한다(이민홍, 2009; Green &

Salkind, 2003). 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현저히 올라가는 문항은 제외하

는 것이 좋으며(조규필, 2014),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인 경우 내적

일관성 계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전체 29개 문항

의 Cronbach’s α는 .92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으로 적절하였으며 내적 일

관성 계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문

항이 일중독이라는 개념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임을 보여준다.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원척도의 5개 하위영역별로 개

별 문항과 하위영역의 총점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하위영역의

Cronbach’s α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전체적으로

일생활불균형, 완벽주의, 금단증상 영역의 Cronbach’s α값은 .8 이상으로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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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일중독 척도 문항-총점 분석 결과(N = 2,494)

번호 문항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447 .925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559 .923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622 .922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620 .923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차서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 한다 .665 .922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579 .923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612 .923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344 .926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355 .927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349 .926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321 .926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616 .923

13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659 .922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625 .923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40 .924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544 .924

17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570 .923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547 .924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446 .925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473 .925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658 .922

22 일이 완벽해야하기 때문에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550 .923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524 .924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631 .922

25 직장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588 .923

26 직장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558 .923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496 .924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517 .924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517 .924



- 30 -

원척도 영역 문항
문항과 하위영역

총점의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일생활불균형

1 .411 .879

.876

6 .579 .866

12 .533 .868

14 .550 .868

23 .495 .871

24 .697 .857

25 .711 .856

26 .707 .856

27 .598 .864

28 .598 .865

29 .577 .866

완벽주의

18 .644 .747

.803

19 .605 .763

20 .563 .774

21 .505 .789

22 .642 .748

그러나 중독 영역과 불쾌감 영역은 Cronbach’s α값이 .7 미만으로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영역에서 9번 문항은 중독 영역 전

체 총점과의 상관이 .156으로 매우 낮았고, 9번을 제거할 경우 중독 영역

의 Cronbach’s α값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감 영역에서는 10

번 문항이 불쾌감 영역 전체 총점과의 상관이 .238로 낮았고, 10번을 제

거할 경우 불쾌감 영역의 Cronbach’s α값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Ⅳ-2> 일중독 원척도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N =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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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7 .527 .503

.629

8 .436 .552

9 .156 .718

11 .369 .583

13 .529 .503

불쾌감

10 .238 .779

.682
15 .549 .575

16 .562 .551

17 .582 .539

금단증상

2 .706 .853

.877
3 .815 .809

4 .778 .825

5 .644 .876

2) 탐색적 요인분석

일중독 척도 29개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이 적절한지 알

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의 개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Kaiser 방법과 스크리 도표가 있다.

Kaiser의 기준에서는 고유값(Eigenvalue)이 최소 1보다 클 때 적절한 요

인 개수이며, 스크리 도표(Cattell, 1966)에 따르면 고유값의 곡선에 직선

을 그어 단절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직전의 숫자가 적절한 요인 숫자임을

의미한다. Kaiser 방법에 따른 고유값을 확인한 결과, 4개 요인일 때

1.651, 5개 요인일 때 1.140, 6개 요인일 때 1.053, 7일 때 .967로 6개 이

하의 요인이 적절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에 따르면 4개 요인 혹은 5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4개 요인일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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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요인일 때 문항이 묶이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4개 요인일

때는 일생활불균형 영역의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였고 5개 요인일

때는 일생활불균형 관련 문항들이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다. 일생활불

균형 영역은 원척도에서 독립적인 한 개의 요인으로 개념화되었으므로

한 가지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개

요인을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4개로 하였을 때 각 문항의 각 요인

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3, 4, 5, 7번

문항은 1요인에 묶였으며 8, 11, 12, 13, 14, 15, 16, 17, 21, 23번 문항은

2요인에, 9, 10, 18, 19, 20, 22번 문항은 .4 이상의 부하량으로 3요인에,

6, 24, 25, 26, 27, 28번 문항은 4요인에 명확히 묶였다. 각 요인별 문항들

을 확인하였으며 1요인은 원척도에서의 금단증상 영역의 문항과 유사하

였으며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단증상 영역으로, 2요인은 강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

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영역으로, 3요인은 완벽주의 영역으로, 4

요인은 일생활불균형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문항들 중 1번(업무와 관련

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명확히 묶이지

않고 요인부하량이 모든 요인에 대해 낮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7, 9,

10, 12, 14, 15, 16, 17, 21, 23번 문항은 원척도와 다른 요인에 더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묶였다. 29번(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문항은 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일생활불균형과 중독, 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비슷하게 높았다. 하지만 29번 문항은 원척도에서

도 일생활불균형에 해당하고, 문항의 내용상 일생활불균형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생활불균형 영역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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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비고
금단증상 중독 완벽주의 일생활불균형

1 .310 -.159 .143 .312 삭제

2 .745 .027 .000 -.011

3 .883 -.039 .024 .010

4 .788 .059 .055 -.034

5 .556 .173 .033 .148

6 .310 .023 .032 .425

7 .385 .200 .021 .206

8 .241 .466 -.131 -.118

9 .169 -.166 .483 .026

10 .130 .056 .346 -.052

11 .209 .505 -.145 .131

12 .220 .530 -.032 .133

13 .272 .461 .040 .127

14 .159 .545 .019 .140

15 .042 .685 .091 -.079

16 .002 .425 .274 .053

17 .052 .450 .298 .021

18 .011 .066 .744 .027

19 .018 -.112 .818 .000

20 -.062 .297 .515 -.030

21 .157 .435 .258 .099

22 .075 .138 .584 .054

23 -.055 .621 .053 .123

24 .066 .108 .134 .610

25 .011 -.057 .037 .881

26 -.001 -.012 -.051 .891

27 -.016 .140 .051 .542

28 -.076 .384 -.016 .414

29 -.074 .443 -.024 .362

Kaiser-Meyer-Olkin 측도 1.651

Barlett의 구형성 검정 X2 = 4029.928, df = 296, p < .001

<표 Ⅳ-3> 일중독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 = 2,494)

주: 네 개의 요인에 대한 해당 문항의 요인부하량 중 계수가 가장 큰 것에 진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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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

원척도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4개의 하위영역별

로 해당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활불균형 하위영역에 대해 6, 24, 25, 26, 27, 28, 29번 7개

문항을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합치도 지수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X2(df) = 1072.582(14), p < .001, CFI = .871,

RMSEA = .174, SRMR = .056). 합치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형의 수정

지수를 확인한 결과 28번(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과 29번(부

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문항, 25번(직장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과 26번(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항,

24번(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과 25번 문

항에 차례로 공분산 처리를 한 후 일생활불균형영역의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치도 지수가 개선되었고(X2(df) = 104.169(11),

p < .001, CFI = .989, RMSEA = .058, SRMR = .023) 모든 문항의 적

재치가 좋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생활불균형 영역에 6, 24, 25,

26, 27, 28, 29번의 총 7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둘째, 완벽주의 하위영역에 대해 9, 10, 18, 19, 20, 22번 6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X2(df)

= 421.863(9), p < .001, CFI = .904, RMSEA = .136, SRMR = .056). 모

형의 수정지수를 살펴보았으며 9번(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과 10번(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20번(다른 사람

에게 내가 한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과 22번(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에 공분산을 투입한 후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치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개

선되었다(X2(df) = 67,582(7), p < .001, CFI = .986, RMSEA = .059,

SRMR = .020). 이에 완벽주의 영역에 9, 10, 18, 19, 20, 22번의 총 6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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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독 하위영역에 대해 8, 11, 12, 13, 14, 15, 16, 17, 21, 23번의

10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치도 지수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X2(df) = 1308.606(35), p < .001, CFI = .864, RMSEA =

.121, SRMR = .061). 이에 수정지수를 확인하였으며 8번(나는 주당 60시

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과 11번(나는 저녁이

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15번(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

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과 16번(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16번과 17번(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

각한다), 15번과 17번에 공분산 처리를 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치도 지수가 좋았다(X2(df) = 361.941(31), p < .001), CFI = .965,

RMSEA = .065, SRMR = .031). 적재치도 적절하였기 때문에 중독 영역

에 8, 11, 12, 13, 14, 15, 16, 17, 21, 23번의 총 10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단증상 하위영역에 대해 2, 3, 4, 5, 7번 문항을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치도 지수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

(X2(df) = 322.545(5), p < .001, CFI = .950, RMSEA = .160, SRMR =

.044). 이에 수정지수를 확인한 결과, 5번(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차서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 한다)과 7번(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에

공분산을 투입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치도 지

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X2(df) = 31.891(4), p < .001, CFI =

.996, RMSEA = .053, SRMR = .010). 개별 문항의 적재치 또한 모두 적

절하였다. 이에 금단증상 영역에 2, 3, 4, 5, 7번 5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7개의 측정변수가 일생활불균형을, 6개의 측정변

수가 완벽주의를, 10개의 측정변수가 중독을, 5개의 측정변수가 금단증상

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8개의 측정변수가 일생활불균형, 완

벽주의, 중독, 금단증상이라는 4개의 잠재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정립된

하위영역은 <그림 Ⅳ-1>과 같다. 전체 Cronbach’s α값은 .922였으며 하

위영역별 Cronbach’s α값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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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그림 Ⅳ-1> 일중독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 =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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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일생활불균형 7 6, 24, 25, 26, 27, 28, 29 .867

완벽주의 6 9, 10, 18, 19, 20, 22 .793

중독 10 8, 11, 12, 13, 14, 15, 16, 17, 21, 23 .866

금단증상 5 2, 3, 4, 5, 7 .877

<표 Ⅳ-4> 한국판 일중독 척도 하위영역별 Cronbach’s α값

 주: 영문 원척도 1번 문항 삭제

4) 변별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일중독의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표 Ⅳ-5>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조직몰입과 일중독 네 가지 영

역 간 상관계수는 일생활불균형 영역 -.151, 완벽주의 영역 .020, 중독

영역 -.157, 금단증상 영역 -.089로 나타났다. 일중독 척도가 조직몰입과

부적인 상관, 혹은 매우 낮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일중독이 조직몰입

과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변별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Ⅳ-5> 한국판 일중독 척도 하위영역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N = 2,149)

변수 1. 2. 3. 4. 5.

1. 일생활불균형 1

2. 완벽주의 .402** 1

3. 중독 .576** .445** 1

4. 금단증상 .481** .426** .633** 1

5. 조직몰입 -.151** .020 -.157** -.089** 1

** p < .01. 주: 조직몰입에 응답하지 않은 345명은 분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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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고용불안정성(15차) 1-5 2.13 .99

가족관계만족도(16차) 1-5 3.85 .51

가족관계만족도(18차) 1-5 3.81 .55

일중독(17차)

일생활불균형 1-5 2.37 .61

중독 1-5 2.03 .48

완벽주의 1-5 2.65 .64

금단증상 1-5 2.30 .65

2.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조적 관계

1)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전반적 경향

한국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의 전반적인 경

향은 <표 Ⅳ-6>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각한 고용불안정성(15

차)은 평균 2.13점, 16차와 18차의 가족관계만족도는 각각 평균 3.85점,

3.81점으로 나타났다. 일중독(17차) 수준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일

생활불균형이 평균 2.37점, 중독이 평균 2.03점, 완벽주의가 평균 2.65점,

금단증상이 평균 2.3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점수범위가 1에서 5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대상자들이 고용불안정성은 중간보다 낮게 지각하였

으나 표준편차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큰 편이었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중간보다 높고 일중독의 각 영역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모형 검

증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6>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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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 2. 3. 4. 5. 6. 7.

1.고용불안정성(15차) 1

2.가족관계만족도(16차) .020 1

3.가족관계만족도(18차) -.016 .287** 1

4.일생활불균형(17차) .011 -.013 .027 1

5.완벽주의(17차) -.044 .016 .025 .404** 1

6.중독(17차) -.012 .006 .016 .566** .454** 1

7.금단증상(17차) -.025 .015 .060* .536** .463** .663** 1

<표 Ⅳ-7>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N = 1,600)

* p < .05. ** p < .01.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모형에 포함된 유일한 잠재변수인 일중

독의 네 가지 측정변수를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그

림 Ⅳ-1>과 같다. 측정모형의 합치도는 X2(df) = 4.164(2), n.s., CFI =

.999, RMSEA = .026, SRMR = .007로 적절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도 모두 .56 이상이었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들이 일중독이라는 잠

재변수를 잘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28개의

측정변수로 4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 p < .001

<그림 Ⅳ-2> 측정모형 검증 결과(N = 1,600)

일생활불균형

완벽주의

중독

금단증상

일중독

(17차)

.683***

.569
***

.824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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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검증 결과와 경로계수는 각각 <그림 Ⅳ-3>과 <표 Ⅳ-8>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합치도는 X2(df) =

185.158(24), p < .001, CFI = .939, RMSEA = .065, SRMR = .035로 대

체로 적절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성(15차)에서 가족관계만족도(16차), 일중독(17차), 그리고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18차)까지 이어지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이르는 경로(β = .097, p

< .001),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에 이르는 경로(β = -.151, p <

.001),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이르는 경로(β = -.061, p < .05), 가

족관계만족도가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이르는 경로(β = .281, p <

.001)와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이르는 경로(β = -.057, p <

.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일중독 수준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는 낮음을 보여준다. 가족관계만족도

는 이전 차수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후에도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

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경우 일중독 수준이 낮고 일중독 수준이 높은 경우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3> 구조모형 검증 결과(N = 1,600)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통제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를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생략함. * p < .05. *** p < .001.

고용불안정성

(15차)

일중독

(17차)

가족관계만족도

(18차)

가족관계만족도

(16차)

일생활불균형 완벽주의 중독 금단증상

-.057*.097***

-.061
*

.28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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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고용불안정성(15차) → 일중독(17차) .059 .097*** .030

고용불안정성(15차) → 가족관계만족도(16차) -.105 -.151*** .027

가족관계만족도(16차) → 일중독(17차) -.055 -.061* .028

가족관계만족도(16차) → 가족관계만족도(18차) .304 .281*** .023

일중독(17차) → 가족관계만족도(18차) -.069 -.057* .026

<표 Ⅳ-8>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p < .05. *** p < .001.

4) 매개효과 분석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을 거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Ⅳ-8>과 같

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Sobel(1982)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표본 통계치의 분포에 있어 정규분포나 t

분포, 대칭분포를 가정하지 않아서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해 보다 정

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원자료에서 무선할당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95% 신뢰구

간(CI)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불

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해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09, 95% CI [.000, .013])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을 통해 이

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03, 95% CI [.000,

.012])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

도를 거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43,

95% CI [-.048, -.018])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불안정성이 일

중독을 거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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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95% CI

고용불안정성(15차)→가족관계만족도(16차)→일중독(17차) .009 .004 [.000, 013]

가족관계만족도(16차)→일중독(17차)→가족관계만족도(18차) .003 .002 [.000, 012]

고용불안정성(15차)→가족관계만족도(16차)→가족관계만족도(18차) -.043 .008 [-.048, -.018]

고용불안정성(15차)→일중독(17차)→가족관계만족도(18차) -.005 .003 [-.011, .000]

고용불안정성(15차)→가족관계만족도(16차)→일중독(17차)

→가족관계만족도(18차)
-.001 .000 [-.001, .000]

95% CI [-.011, .000])와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을 거

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01, 95% CI

[-.001, .000])는 95% 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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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Aziz et al.(2013)의 일중독 척도를 관리직, 전문직, 사

무직에 종사하는 한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후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근로자 1,60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 척도에 대해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다음으로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고용불안정성과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 간 관계에 있어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연구문제별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는 한국

근로자의 일중독 수준을 측정하기에 타당한가?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WAQ)는 원척도에서는 29개 문

항이 5개 요인으로 묶인 것과 달리,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1개 문항을 제외하고 28개 문항이 4개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8개의 측정변수가 일생활불균형, 완벽주의, 중

독, 금단증상이라는 4개의 잠재변수를 잘 설명했으며 구성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미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한 Aziz et al.(2013)

과 다르게 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몇몇 문항은 원척도에서의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일중독 측정의 요인

구조가 미국에서 분류한 요인구조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

존 척도에서 타당화를 실시하는 대상을 표집할 때 무선표집이 아닌 눈덩

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문항구성

으로 하위요인이 분류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혹은 문화권마다



- 44 -

노동시간, 일에 대한 가치와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항에 대

해서도 다른 비교기준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Aziz et al., 2010; Schaufeli

et al., 2009; Snir & Harpaz, 2009)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일중

독을 원척도의 요인구조로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본 연구는 처음으로 Workaholism Questionnaire Analysis

척도를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문항과

하위영역, 전체로서의 척도가 한국의 일중독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요인분석과 실증연구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중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조직몰입과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일중독의 네 가지 하위영역과

조직몰입 간 상관관계가 모두 낮아 일중독이 조직몰입과는 다른 개념임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중독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직몰입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Uhrich, 2011).

연구문제 2.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로,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 일중독 수준이 높

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듯이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

업무에 대한 강박과 집착, 일하지 않을 때의 불안, 일로 인한 일 외의 생

활 불균형 등으로 측정되는 일중독 수준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왕배, 2007; 이가옥, 이지영, 2006; 정병석, 탁진국, 2009; 한광현,

2011). 성취중심적이고 일하는 것에 대해 보상과 인정이 주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고용불안정성을 지각하는 경우, 일과 생활이 불균형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일에 몰입하고 업무에 대해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며

일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중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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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두 번째로, 고용불안정성은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았

으며 낮은 가족관계만족도는 곧 높은 수준의 일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득, 사회적 기반 등 가족의 필요에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 고용에 대해 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가족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만족도가 부정적인 경우 더욱 일에 몰입하

고 일에 중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용불안정성이 가계를 부양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역할 태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

(Charles & James, 2003)를 고려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한

다는 의식과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

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불안정

성이 집중력 감퇴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힌 Barling & Macewen(1992)의 연구결과와 달리, 한국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관계만족도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중독은 이후 가

족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서도 가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일로 회피하거나 일로

서 자기타당화의 감정을 충족, 혹은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도 높은 일중독 수준은 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중독이

낮은 가족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해외 선행연구(Bakker et al.,

2009)의 결과를 지지하며 비(非)일중독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

구(McMillan et al., 2004)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이 상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즉,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는 높은 일중독 수준으로, 높은 일중독 수준은

다시 더욱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정적인 순환적 인

과관계를 형성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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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을 통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거나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을 통해 이후 가족관계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고용불안

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일중독에 미치는 메커니즘과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영향을 미쳐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유의하지만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 이후의 가족관계만족도에까지 영향이

닿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의 구

조적 관계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일중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독 행

동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Jang & Johnson,

2003)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의 불

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을 제공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Burchell, 2011).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기본 사회안전망이 존

재하거나 확실한 보장제도가 있는 경우 고용불안정성을 비교적 낮게 지

각할 수 있다(Clark & Posterl-Vinay, 2008). 이 외에도 현재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량적 유연화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에 회사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인원을

감축하는 수량적 유연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진이 아닌 노동의 재분

배, 운영의 유연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불안정성 완화를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도움과 조

직문화 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직장 관리자의 지지와 의사소통, 더욱

보장된 고용 협상 등이 고용불안정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

며(Burchell, 2011; Kekesi & Agyemang, 2014) 직원들이 조직에서 일어

나는 절차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거나 조직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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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지하여 불

안정성이 완화될 수 있다(Colquitt, Conlon, Wesson, Porter, & Ng,

2001; Sora, Caballer, Peiró, Silla, & Gracia, 2010; Probst, 2005). 고용불

안정성 자체의 완화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으로 이어지지 않

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다른 문화권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

과 직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Dembe, 2009),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인정해주는 한국사회에서, 고용불안정성을 지각하

는 경우 과도한 일에 대한 몰입, 일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완벽

주의를 추구하는 조직분위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의 가치가 제도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화로 표현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만족도가 일중독에 영향을 미

치며 일중독이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일중독자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정서적 고

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Robinson, 1998)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석환,

2006). 또한, 감정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정서적

으로 안정감이 회복되어 중독자의 중독 행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선행연

구(배주미, 조영미, 김경은, 2012)와 내면에 부인해왔던 불안이나 좌절된

욕구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은 중독자들이 강박적인 중독 대상에

대한 몰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Adams, 2006; Wallin, 2007)를 고려했을 때, 가족 내에

서 감정을 표현하고 가족 내 안정감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일중독자가

일에 대한 강박적인 몰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관

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근

로자 본인의 가족관계만족도만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족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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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정서적 친밀감 및 애착, 공유 활동 시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가족관계만족도를 단일문항이 아

니라 다차원적으로 측정한다면 일중독,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와 어떠

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

행연구(Chrapek, 2015; Robinson, 2001; Robinson et al., 2006)에서 일중

독은 본인의 가족관계 외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한국에서 일중독이 다른 가족 구성원 관련 요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이나 일중독과 같이 정신적인 요인

과 관련해서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제시된(Sverke et al., 2002)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고용

불안정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고용불안정성

은 비정규직, 시간제 여부 등 상황적인 지표로도 표현되기도 하며 미래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성, 일중독, 가족관계 간

관계에 있어 객관적 고용불안정성과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이 각각 일중독

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고용요인과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모형의 집

단 간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직종에 있어서도 일중독과 가장 관

련성이 높다고 보고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을 대상으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 직종이나 고용지위별로 고용불안정성

수준이나 경험이 상이하며(이규용 외, 2015; Bakker, 2009; Hallberg,

Johansson, & Schaufeli, 2007; Kinnuen, Mauno, Natti, & Happonen,

1999; Mohr, 2000; Näswall & De Witte, 2003; Rosenblatt et al., 1999)

일중독 역시 집단별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himazu et al., 2011) 본 연구의 구조모형 역시 성별과 연령, 직종, 고

용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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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을 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거나 다집단 분석을 실시해볼 필요

가 있다.

넷째, 고용불안정성이 가족관계만족도, 일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고용불안정성이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장동료나 상사의 지원,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가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를 고려해볼 때(Lazarus & Folkman, 1984; Lim, 1996;

Viswesvaran, Sanchez, & Fisher, 1999), 고용불안정성과 일중독 간의

관련성에 있어 직장과 가족의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일중독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Shimazhu

et al., 2011)와 조직과 관리자의 개입이나 사회적 지원이 일중독의 부정

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Robinson, 1997;

이인석, 정무관, 남종훈, 김준원, 황재원, 2008), 일중독과 가족관계만족도

간 관계에 있어 성역할태도나 조직문화 등이 조절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처럼, 고용불안정성의 부정적 영향이나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한

매개효과, 일중독이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척도가 1

문항을 삭제한 후 일생활불균형, 완벽주의, 중독과 금단증상의 4개 요인

으로 사용되는 경우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중독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각 하위영역이 일중

독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척도에서는 일생활불균형을 일중독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업무로 인해 다른 활

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일생활불균형 측면

을 일중독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일중독 척도가 한국

근로자의 일중독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4개의 하위영역이

일중독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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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중독이 17차년도에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모형 설정에

제한이 있었다. 정신적 요인이나 중독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이

큰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기의 일중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은 변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중독이 한 해에만 측정되었

기 때문에 구조모형에서 전년도의 일중독 수준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은 한계로 남는다. 일중독 변수가 여러 차수에 걸쳐 측정되는 경우, 일중

독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거나 자기회귀 교차지연

(autoregressive cross-lagged) 모델 등을 사용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비롯

한 일중독의 선행요인들과 일중독, 가족관계의 장기적 관련성을 더욱 명

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척

도를 타당화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 타당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일

중독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일중독을 고

용불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일중독 현

상에 대한 이해와 일, 가족, 일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매개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일중독이

이후 가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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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질 문 지
2)

1) 일중독

2) 부록에 제시한 질문지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년도 통합설문지」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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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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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만족도

4)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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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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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5)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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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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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드 항목명 항목명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의회의원

정부 고위공무원, 의회의원 제외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부서 관리자

관리 준전문가

일반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7) 자녀수

(8) 업무량 수준

(9)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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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자연과학 전문가

생명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

사회서비스 전문가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13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컴퓨터관련 전문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측량 전문가

기타 공학 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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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기타 공학 전문가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타 공학 전문가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5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기타 공학 전문가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7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선박․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기타 공학 전문가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242 약사 및 한약사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간호 및 조산 전문가

의료진료 준전문가

244 영양사 영양 전문가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치료 전문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의료 기술종사자

안마사 및 전통의료 치료사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의료진료 준전문가

의료 기술종사자

안마사 및 전통의료 치료사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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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서비스 전문가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248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전문가

종교 준전문가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교수

252 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

기타 교육 준전문가

259 기타 교육 전문가

기타 교육 전문가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기타 교육 준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행정 전문가

관리 준전문가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회계 관련 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회계 관련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가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금융․보험 준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판매 준전문가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판매 준전문가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도매 판매 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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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validate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Aziz et al., 2013) among Korean employees

and to examine longitudinal associations among job insecurity,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orkaholism in Korea.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job insecurity

affects workaholism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hether workaholism affects lat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this study, workaholism was

defined as work-life imbalance due to excessive work,

perfectionism toward work, obsessive inner drive to work, and

guilt or anxiety when not working.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perceived

job insecurity can result in higher levels of workaholism.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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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job insecurity affect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at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ffects workaholism, it is

likely that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job insecurity and workaholism. Self-validation theory and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family relationships and workaholism

have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yet no study in family studies has

examined workaholism in relation to family relationships. The lack

of a valid Korean workaholism measure also has restricted

workaholism research in Korea. Validating an existing workaholism

scale among Korean employees is essential.

Using a subset of the data from the 17th wave (201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researcher

conducted internal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f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The sample for this part

of the study was 2,494 managerial, professional, and clerical

employees aged 60 or younger.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was an adequate measure of workaholism among

Korean employees after excluding one item and restructuring the

dimensions of workaholism into four factors instead of five factors.

Next, using the 15
th
(2012), 16

th
(2013), 17

th
(2014), and 18

th

(2015) wave KLIPS data, the associations among job insecurity,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orkaholism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fter controlling for employees’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Bootstrapping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job insecurity (15th) had a direct influence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6th) and workaholism (1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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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ing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caused lower level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higher levels of workaholism.

Seco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6
th
) had a direct influence

on workaholism (17
th
) and lat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8
th
). Having low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caused higher

workaholism the following year and low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wo years later. Thir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6th)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job insecurity (15th) and

workaholism (17th). Perceiving higher job insecurity (15th) caused

low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6th), which in turn, caused

higher workaholism (17th). However, job insecurity (15th)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ater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8th) through bo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6th) and

workaholism (17th).

The validated Korean version of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is expected to expand workaholism research in

Korea in the future. By examining how workaholism relates to job

insecurity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vealing the process underlying

the associations among job insecurity,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orkaholism. The present study also extends the

workaholism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of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workaholism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words: Workaholism, job insecurity,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5-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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