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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환경에서 고립감이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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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이 고립감을 경험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립감 극복을 위한 긍정적 대처
방안으로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이 나타날 것이며,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잡크래프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매개 과정은 조직에
정서적 몰입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에게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
재 재택근무 중인 국내 기업의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총
31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감과 네트워킹 행동의 관
계에서 전문적 고립감은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과, 사회적 고립감은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적 및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과 잡크래프팅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립감과 잡크래프팅의 관계를 업무적 및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고립감
과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감이 잡크래
프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는 정서적 몰입에 의해 조절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직구성
원의 정서 및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전문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 잡크래프팅, 정서적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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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경력개발
기회와 승진 및 임금과 같은 조직 보상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과 삶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우려를 의미한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재

다(Kossek & Lautsch, 2006; Kurland & Bailey,

택근무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1999).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감은 재택근무로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기업과 조

인해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사

직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재택근무의 범

회적 지지 및 정서적 교류가 줄어 경험하는

위와 확산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것으로, 조직에 충분히 소속되지 못하고 다

(Jung & Kim, 2020). 재택근무 도입은 업무

른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끼는 상태로 정의된다(Diekema, 1992; Mann &

제공해주며, 이러한 효과를 경험한 기업은

Holdsworth, 2003).

향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은 업무를 위한 상호작용은 물론 대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하지

관계를 위한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장소

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다(Chao et al., 1994). 그러나 재택근무는 직

재택근무는 외적 압력으로 인한 조직 변화의

장 외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Jick & Peiperl, 2003),

조직구성원 간 대면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사

이러한 조직 변화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미래

무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불안감과 두려움을

업무와 대인관계를 위한 구성원 간 상호작용

초래할 수 있다(Kim & Park, 2008). 따라서 재

기회가 감소한다(Rockman & Pratt, 2015). 즉 업

택근무 도입 초기에 조직구성원이 조직 변화

무적 측면에서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하여 경

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

험할 수 있는 전문적 고립감뿐만 아니라 관계

적 및 행동적 반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

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하여 경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험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이 모두 발생할

재택근무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이 겪을 수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이 환경적 조

있는 심리적 현상으로 많이 연구되는 것은 고

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립감이다. 고립감은 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조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

직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고 상호작

날 수 있다.

용 기회도 감소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재택근무 상황에서 고립감이 미치는 영향에

심리적 현상이며(Bailey & Kurland, 2002; Fitzer,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립감은 직무수행이

1997; Gajendran & Harrison, 2007), 크게 전문적

나 직무만족 감소(Golden et al., 2008; Toscano

고립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구분된다(Cooper

& Zappalà, 2020)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 Kurland, 2002). 전문적 고립감은 재택근무자

연구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 회사 내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를 극복하고 원

업무 관련 기술 및 정보를 강화하는 비공식적

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학습이나 멘토링과 같은 조직의 비공식적 활

인 대처 행동(positive coping behavior)이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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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resilience)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관계성 욕구의 좌

고립감을 지각하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변

절로 볼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욕구와 관련된 작업 동기 이론에서 욕구의

들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의해 급작스럽게

결핍은 불만족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

재택근무를 하게 된 구성원은 고립감과 같은

을 하도록 동기화시킨다고 한다(Pinder, 1984).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구성원은

이들은 재택근무 이전의 정서 상태로 돌아가

욕구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적 및 관계

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조

따라서 재택근무 도입 초기에 전문적 및 사회

직에서 구성원의 노력은 조직 내 네트워킹 행

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구성원이 이를 극복하

동(이하 네트워킹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데, 네트워킹 행동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있다.

자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업무적 네트워킹 행

재택근무 환경에서 상호작용 결핍으로 인

동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을 얻고자 노

한 고립감 경험은 조직구성원의 기본심리욕구

력하는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으로 구분된다

가 좌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eci

(Ibarra & Andrews, 1993; Min, 2010). 먼저 업무

와 Ryan(2000)은 기본심리욕구를 인간이 환경

적 네트워킹 행동은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킬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성장 욕구

수 있는 업무 관련 정보나 피드백을 제공함으

(psychogenic needs)로 보았으며, 개인이 생활하

로써(Reeve et al., 2008), 전문적 고립감을 해소

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욕구 만족 및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

좌절을 경험한다고 했다(Reeve, 2014). 이때 욕

은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과 강한 신뢰나 친밀

구좌절은 환경에 의해 기본심리욕구가 통제되

감 등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는 것을 의미하는데(Bartholomew et al., 2011),

대한 소속감 및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환경은 업무적 및 관계적 측면 전반

(Brass & Burkhardt, 1992), 사회적 고립감을 해

에 걸쳐 구성원의 상호작용 기회를 감소시키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때문에(Rockman & Pratt, 2015) 재택근무 환

이에 더해 고립감 해소를 위한 네트워킹 행

경에서 나타나는 고립감은 환경에 의해 기본

동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재

심리욕구가 통제되는 욕구좌절로 볼 수 있다.

설계하여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잡크래프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상호작용 기회의

팅(Wrzesniewski & Dutton, 2001)에도 영향을 미

감소로 나타나는 전문적 고립감은 상호작용

칠 수 있다. 잡크래프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

살펴보면, 잡크래프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로써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낄 때 충족되는 유

조직구성원이 잡크래프팅에 대한 기회를 인식

능성 욕구가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eve

하는 것이 중요한데(Leana et al., 2009; Tims &

et al., 2008).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상호

Bakker, 2010), 기회 인식에 기여하는 요인 중

작용 기회가 감소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하나가 바로 직무자원이다(Berg et al., 2010;

감은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Tims et al., 2016). 직무자원은 네트워킹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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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업무적 및 관계적 영역에서 다양한

변인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네트워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쉽게 획득

킹 행동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몰입에 의해 조

할 수 있다(Adler & Kwon, 2002; Lin, 2001). 즉

절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

조직구성원이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직무자원

해 재택근무라는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로 발

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능력이나 선호에 맞

생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정서와 행동을 보

게끔 직무를 주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잡

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크래프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을 것으로 기대한다.

된다.
한편, 재택근무로 인한 고립감을 경험하더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라도 이를 해소하려는 행동 동기의 강도는 조
직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다. 행동 동기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

재택근무

는 정서적 몰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Meyer et al., 2004), 구성원마다 각자 가지고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practices)

있는 정서적 몰입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 한 유형으로,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관해 느

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에 대한 유연

끼는 정서적 애착과 심리적 일체감 정도로 정

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Ministry of the

의되는데(Allen & Meyer, 1990), 정서적 몰입 수

Interior and Safety, 2010). 재택근무자는 정보통

준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더 많은 동일시와

신기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근무 장소 이외

애착을 바탕으로 더 능동적인 직무 동기를 갖

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통근 시간

고(Rhoades et al., 2001), 조직 변화에 대해 더

및 거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Mokhtarian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Iverson, 1996;

et al., 2005; Pratt, 2000).

Yousef, 2000). 따라서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의 한계극복과 같은

은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고립

조직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감을 해소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동을 더 많

지녔지만, 개별 구성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직

이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수행 관리 및 공동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작업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고립감과

(Christensen, 1992; Fitzer, 1997). 그로 인해 재택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 및 네트워킹 행동과 잡

근무는 주로 정보화 직종(white-collar)으로 구분

크래프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고

할 수 있는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등 팀 작

립감(전문적, 사회적)과 잡크래프팅의 관계에

업보다는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서 네트워킹 행동(업무적, 친교적)의 매개효과

위주로 도입되어 왔다(Tavares, 2017). 그러나

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고립감과 네트워킹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많은 기업과 조직이

행동의 관계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에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계기를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공해 주었으며, 직무 특성상의 필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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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아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

고립감이 재택근무의 단점으로 많이 언급됨

택근무를 도입하는 소위 ‘비자발적 재택근무’

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질적

가 많은 직무에 일반화되게 되었다(Ministry of

연구로 수행되었으며(Bailey & Kurland, 2002;

Employment and Labor, 2020).

Feldman & Gainey, 1997), 실증적 연구를 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실무

펴봐도 고립감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두 가

적 중요성과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ee

지 고립감 중 하나만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

& Jung, 2021).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재

며(Golden et al., 2008; Harrington & Santiago,

택근무를 시행해오던 외국과 달리 코로나19로

2006), 고립감을 구분하여 함께 조사한 연구

인해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는

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조직 사회화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연구에 따르면 구

동향을 살펴봐도 재택근무에 초점을 둔 연구

성원은 조직에서 직무 관련 지식과 사회적

보다는 포괄적인 유연근무제에 관한 연구를

지식 모두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o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Park & Ryu,

et al., 1994). 사회화 내용을 보더라도 맡은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사회에서 강조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수행 숙달

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performance proficiency)과 조직 내 다른 구성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

원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대인관계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조직구성원의

(people) 모두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화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Feldman, 1981). 이처럼 조직 사회화가 일어나
는 직장은 직무를 위한 상호작용은 물론 대인

전문적 고립감 및 사회적 고립감

관계를 위한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장소
이지만(Chao et al., 1994), 직장이 아닌 가정에

조직구성원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겪을 수

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재택근무 환경은 구성

있는 정서 중 특히 고립감에 관한 연구가

원으로 하여금 직장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Gajendran & Harrison, 2007;

상호작용 기회 감소를 초래하여(Madsen, 2003;

Pinsonneault & Boisvert, 2001). 재택근무의 특징

Rockman & Pratt, 2015) 업무적 측면에서의 전

중 하나는 다른 조직구성원과 직접 접촉할 기

문적 고립감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고

회가 제한되어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한다는

립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재택근

것인데(Rockman & Pratt, 2015), 이는 고립감을

무로 인한 고립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립감은 타인

봐도 전문적 고립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서로

과 불충분한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내적 정

다른 유형의 고립감임을 나타내고 있다(Cooper

서 상태로 정의된다(Bentley et al., 2016). 조직

& Kurland, 2002; Hislop et al., 2015; Kurland &

에서 이러한 고립감은 전문적 고립감이나 사

Cooper, 2002).

회적 고립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Cooper &

구체적으로 전문적(professional) 고립감은 재

Kurland, 2002; Hislop et al., 2015; Kurland &

택근무자가 회사 내 사무실 공간에 존재하지

Cooper, 2002).

않기 때문에 경력개발 기회뿐만 아니라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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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금과 같은 조직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정보획득이나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라고 느끼는 우려로 정의된다(Kurland & Bailey,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구성

1999). 재택근무로 인해 물리적으로 사무공간

원과 업무적 또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

에 있지 못하는 구성원은 사무실에 있는 구성

동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Forret & Dougherty,

원보다 다양한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2001; Min, 2010).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와

조직의 비공식적 개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자원을 얻기 위해 도구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으로써 경력개발 및 조직의 다양한 혜택을 얻

유지하려는 구성원의 노력을 업무적 네트워킹

을 기회가 제한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행동(task networking behavior)이라고 하며, 심리

이로 인해 전문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

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 표현적

(Bartel et al., 2012; Kossek & Lautsch, 2006). 다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하려는 노력을 친교

음으로 사회적(social) 고립감은 조직에 충분히

적 네트워킹 행동(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소속되지 못하고 다른 조직구성원과 정서적으

이라고 한다.

로 분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로(Mann &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네

Holdsworth, 2003), 재택근무로 인해 자신이 속

트워크의 구조(예: 네트워크 크기, 밀도, 강

한 조직의 다른 구성원과 제한적인 상호작용

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urt & Celotto,

으로 사회적 및 정서적 측면에 대한 필요성이

1992). 반면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하는 것

충족되지 않아 경험한다(Diekema, 1992).

은 구성원 개인의 네트워킹 행동임에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

지 않았으나, 대부분 조직구성원은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으

조직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network)는 업

며(Eby et al,. 2003), 실제로 네트워킹 행동이

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정서적 지원을 얻기

승진이나 임금과 같은 경력 성공뿐만 아니라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긍정적

로 정의된다(Ibarra, 1995; Jones et al., 1997). 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Sandefur &

존 연구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Laumann, 1998; Seibert et al., 2001)에 따라 점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도구적 네트

차 네트워킹 행동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

워크와 표현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하고 있다.

(Ibarra, 1992), 도구적(instrumental) 네트워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형

고립감과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

성된 관계망이며, 표현적(expressive) 네트워크는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해 형성된
관계망을 의미한다(Ibarra & Andrews, 1993).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고립감은 조직
구성원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상태로 볼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조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직구성원의 노력을 네트워킹 행동(networking

는 인간의 행동 동기를 기본욕구로 설명하는

behavior)이라고 한다(Wolff & Moser, 2009). 즉

개념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안녕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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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수적인 심리적 욕구를 말한다(Ryan

Rockman & Pratt, 2015), 업무 관련 정보 및 피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는 세 가지 욕구로

드백이나 정서적 지원 등을 받기 어려운 환경

구성되는데(Ryan & Deci, 2000), 먼저 자율성

으로 재택근무자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기

(autonomy)의 욕구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어렵다.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로, 자신의 가

구체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에서 전문적 고립

치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며 스스로

감은 다른 구성원과 같은 물리적 장소 및 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때 충족된다. 다음으로

간에 있을 가능성이 적어 업무와 관련된 다양

유능성(competence)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한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의 비

함으로써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자 하는

공식적 개발 활동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욕구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데(Kossek & Lautsch, 2006), 이

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는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업무 환경

주어질 때 충족되며,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이 조성되지 않아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지

향상될 수 있다(Reeve et al., 2008). 마지막으로

못하는 상태이다. 즉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기

관계성(relatedness) 욕구는 타인과 의미 있고 친

를 원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기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로 지

얻고자 하는 욕구로,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소

각하고 싶어 하는 유능성 욕구가 좌절된 상태

속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소속욕구나

로 볼 수 있다(White, 1959). 다음으로 좌절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친교욕구와

관계성 욕구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개인

유사한 개념이다.

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Joiner, 2007), 재택근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

무 환경은 다른 구성원과의 유대감 확립을 어

는 환경적 요소에 따라 충족될 수 있으므로

렵게 만들고 조직에 충분히 소속되지 못한다

구성원을 둘러싼 조직의 환경적 요소가 중요

고 느끼게 하므로(Bartel et al., 2012), 소속감과

하다(Baard et al., 2004; Deci et al., 1989). 선행

안정감의 욕구가 좌절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자율성 보장, 정보

(Vincenzi, & Grabosky, 1987).

중심 피드백 제공, 정서적 지원 등의 업무 환

욕구는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

경은 구성원의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을 증가

을 하도록 동기화시킨다(Pinder, 1984). 즉 인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ard et al.,

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현재 상태와

2004; Deci et al., 1989). 이를 기본심리욕구 관

이상적 상태의 차이를 지각하고, 이를 상쇄하

점에서 보면 자율성 보장은 자율성의 욕구를,

기 위한 욕구를 통해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정보 중심 피드백 제공은 유능성 욕구를, 정

발생한다. 따라서 재택근무 환경에서 고립감

서적 지원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구성원

을 경험하는 조직구성원은 좌절된 기본심리욕

의 동기를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가

만 재택근무라는 업무수행 환경은 사무실 근

유발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때 구성

무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구성원 간 상호

원의 욕구 충족 행동은 네트워킹 행동으로 나

작용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Madsen, 2003;

타날 수 있다. 먼저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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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정보나 자원, 피드백을 얻기 위해

구성원의 주도적 업무수행과 능동적인 사회적

다른 조직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성원

속적인 업무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원과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게끔 직무를 변화시키는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이

상향식 형태의 잡크래프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다 향상된다고 느낄 때 유능성 욕구를 충족

주장했다.

할 수 있다(Reeve et al., 2008). 다음으로 심리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은 조직구성원이 자

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 상호작용

신에게 주어진 업무 또는 관계 영역을 스스로

하는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은 더욱 의미 있고

변화시켜 나가는 물리적 또는 인지적 변화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관계성 욕구를

(Wrzesniewski & Dutton, 2001), 구성원이 자신

충족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 및 주도적으로 직무를

기본심리욕구와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를 직

재설계함으로써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

접 검증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McClelland(1953)

정으로 볼 수 있다. Tims 등(2010)은 직무요구-

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유능성 욕구와 유사한

자원(Job Demands-Resource) 모델을 기반으로,

성취욕구가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에 영향을

잡크래프팅을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미치고, 관계성 욕구와 유사한 친교욕구가 친

능력, 필요에 따라 직무요구와 자원의 균형을

교적 네트워킹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맞추기 위해 직무요구와 자원을 능동적으로

연구(Kang & Tak, 2014) 및 이론적 근거와 연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행동으로 정의했다. 학

구자의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자마다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구성원이 자신

설정하였다.

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그 핵심을 같이하고 있다.

가설 1. 재택근무로 인한 전문적 고립감은

Wrzesniewski와 Dutton(2001)의 관점에 따라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잡크래프팅은 3가지 구성요소로 구분된다. 먼

이다.

저 과업(task) 크래프팅은 업무량, 업무 내용,

가설 2. 재택근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은

업무의 범위 등 과업의 물리적 경계를 변화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시키는 것으로, 업무 외에 다른 영역으로 과

이다.

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관계(relational) 크래프팅은 업무를 수행하는

잡크래프팅

데 필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

예전부터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cognitive) 크래프팅은 업무의 목적이나 의미

높이기 위해 Hackman과 Oldham(1976)의 직무

에 대한 자신의 인지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

특성이론을 기반으로, 관리자 중심의 하향식

으로, 업무를 보다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행

형태인 직무설계(job design) 방식을 사용해왔

위이다.

다. 하지만 Oldham과 Hackman(2010)은 이러한
방식은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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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과 잡크래프팅

나타났다(Norton & Hope, 2001; Witt & Ferris,
2003). 즉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살

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업무적 및

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잡크래프팅에 대한 기

관계적 영역에서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

회 인식이 잡크래프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을 것이다.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얻은 직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Leana et al., 2009; Tims &

자원은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동기부여

Bakker, 2010). 잡크래프팅에 대한 기회 인식에

과정을 촉진하고(Bakker & Demerouti, 2017), 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직무자원으로,

원을 활용할 기회의 폭을 넓힘으로써(Berg et

구성원에게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나 지원 등

al., 2010; Tims et al., 2016) 자신의 능력이나

을 제공하여(Robinson & Griffiths, 2005; Terry &

선호에 맞게 직무를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

Jimmieson, 2003)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새로

는 잡크래프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운 상황에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

구체적으로 Ibarra와 Andrews(1993)의 구분에

서 잡크래프팅의 중요한 선행변인이 될 수 있

따라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은 업무수행에 유

다(Berg et al., 2010; Tims et al., 2016). 또한,

용한 정보와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직구성

잡크래프팅은 조직구성원의 주도적 행동으로

원의 과업 크래프팅을 촉진할 것이며, 친교적

볼 수 있는데(Ghitulescu, 2007), 직무자원을 많

네트워킹 행동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과 친밀

이 가진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

감과 신뢰와 같은 심리적 자원의 교환을 통해

해 주도적인 행동을 보인다는(Hochwarter et al.,

관계 크래프팅을 촉진할 것이다(Chung & Park,

2006) 점에서도 직무자원이 잡크래프팅 유발

2009; Podolny & Baron, 1997). 하지만 특정 네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볼 수 있다.

트워크가 단 한 종류의 자원만을 교환하는 것

네트워킹 행동은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다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하나의 자원을 교

양한 직무자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환하는 관계였을지라도 점차 다른 자원도 함

있다. 즉 네트워킹 행동은 조직 내에서 다양

께 교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Chung &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자발적인

Park, 2009). 이는 포괄적 네트워크 관점으로

행동으로(Wolff & Moser, 2009), 다른 구성원과

(Friedkin, 1981), 본 연구에서는 업무적 및 친교

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적 및 관계

적 네트워킹 행동이 두 가지 크래프팅 모두에

적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다(Adler & Kwon, 2002).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때 업무의 목적이나 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미에 대한 자신의 인지 경계를 변화시키는 인

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자

지 크래프팅(Wrzesniewski & Dutton, 2001)의 경

신의 직무에 필요한 자원을 더 쉽게 획득할

우 다양한 업무적 및 관계적 자원을 얻기 위

수 있다(Lin, 2001). 또한, 타인과 효과적으로

해 다른 조직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볼 수 있는 네트워킹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관련이 있는데, 좋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

을 받기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인지 변화에 의

는 개인이 더 많은 직무자원을 얻는 것으로

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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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가설 5. 전문적 고립감과 (a)과업 크래프팅
및 (b)관계 크래프팅의 관계를 업무적 네트워

가설 3.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은 (a)과업 크

킹 행동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래프팅과 (b)관계 크래프팅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고립감과 (a)과업 크래프팅
및 (b)관계 크래프팅의 관계를 친교적 네트워

가설 4.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은 (a)과업 크
래프팅과 (b)관계 크래프팅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킹 행동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정서적 몰입의 역할

잡크래프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

모델에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주도

행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개념으로

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직무 및 과업 통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일

제의 욕구와 타인에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반적으로 Allen과 Meyer(1990)의 다차원적 조직

자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긍정적 자아상

몰입 개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의 욕구,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소속감을 느끼

은 조직몰입을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충성

고자 하는 대인관계의 욕구의 인간의 세 가지

도,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동일시 및 심리

기본적인 동기를 기반으로 잡크래프팅이 발생

적 애착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 가지 하위

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상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서적(affective)

욕구와 유사한 유능성 욕구와 대인관계 욕구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정

와 유사한 관계성 욕구가 좌절된 상태로 볼

서적 애착과 심리적 일체감 정도이며, 지속적

수 있는 고립감이 잡크래프팅의 동기로 작용

(continuance) 몰입은 직업 선택의 대안이 부족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킹 행동이

하거나 관련 비용 지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몰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normative)

문적 고립감은 조직구성원의 업무적 네트워킹

몰입은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바탕

행동을 통해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

으로 발생하는 몰입이라고 보았다.

Wrzesniewski와

Dutton(2001)의

며, 사회적 고립감은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세 하위차원 중

통해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정서적 몰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재택근무 환경에서 고립감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속적 몰입은 조직의 긍정적 결과변인과 부

좌절된 상태로 욕구 충족을 위한 네트워킹

적 관련성이 있으며(Allen & Mayer, 1990), 주어

행동이 유발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진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얻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잡크래프팅을

하는 행동에 추가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로 나타났다(Meyer & Herscovitch, 2001). 하지만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네트워킹 행동은 다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행동으로,

정하였다.

지속적 몰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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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몰입은 많은 연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의 정적 관계를 정서적

구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Jaros et al.,

몰입이 강화할 것이다.

1993), 정서적 몰입과 높은 상관을 가져 개념

가설 8. 재택근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적으로 모호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정적 관계를 정서적

있다(Meyer et al., 2002).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

몰입이 강화할 것이다.

로 정서적 몰입의 역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구

위에서 가정한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는

성원의 긍정적 대처 행동으로 네트워킹 행동

고립감과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 유발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행동에 대

것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

한 동기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몰입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조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Meyer et al.,

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조건적으로

2004), 고립감 극복을 위한 행동 동기의 강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조건부

는 모든 구성원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한다. 전

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몰입 수준이

문적 고립감과 잡크래프팅의 관계에서 업무

높은 구성원은 조직과 강한 동일시를 바탕으

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몰입

로 조직의 발전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더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며, 사회적 고립감과

능동적인 직무 동기를 갖고(Rhoades et al.,

잡크래프팅의 관계에서 친교적 네트워킹 행

2001), 조직변화에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동의 매개효과 역시 정서적 몰입에 의해 조

보인다(Iverson, 1996; Yousef, 2000). 또한, 구

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몰입이 높은

성원은 조직변화를 통해 초래될 불안감에서

조직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네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Bovey & Hede,

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를 더 강화할 것으로

2001),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재택근무 역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시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적 몰입이 수준이 높은 구성원이 이러한

가설 9.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

변화 속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적 고립감이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a)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업 크래프팅과 (b)관계 크래프팅에 미치는

정리하자면 고립감 극복을 위해 조직구성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원의 네트워킹 행동이 동기화되는데, 이때 조

가설 10.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사

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

회적 고립감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수록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강하

(a)과업 크래프팅과 (b)관계 크래프팅에 미치는

게 동기화되어 더 많은 네트워킹 행동이 나타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
로 변인의 관계를 연구 모형으로 표현하면

가설 7. 재택근무로 인한 전문적 고립감과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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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방 법

1인 팀으로 구성된 직무는 직무특성 상 구성
원 간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약할 것으로 판단

연구 대상

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성실한 응답 7부(1.7%)
를 제외한 총 31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악화하여 재택근무가

었다.

급속히 확산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된 조직구성원의 정서 및 행동을 확인하기 위

과 같다. 전체 313명 중 남성 154명(49.2%),

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리서치 회사

여성 159명(50.8%)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엠브레인을 통해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연령 분포는 20대 67명(21.4%), 30대 127명

국내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30

(40.6%), 40대 85명(27.2%), 50대 이상 34명

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일간의 온라인 설문

(10.9%)으로 나타났다. 직무 유형은 일반사무/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집된 415부의 자료 중

행정/관리직이 186명(59.4%)으로 가장 많았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되던

며, IT/기술직 46명(14.7%), 설계/연구/R&D직

2020년 4월 이후(재택근무 시행 기간 1년 미

31명(9.9%), 재무회계/인사직 21명(6.7%), 영업/

만) 재택근무를 시작한 구성원만을 포함하기

마케팅직 13명(4.2%), 생산/제조직 7명(2.2%),

위해 응답자의 재택근무 시행 기간이 1년 이

전략/기획직 6명(1.9%), 기타 3명(1.0%) 순으로

상인 경우 74부(17.8%)와 자택 이외에서 재택

나타났다. 직무 재직기간은 평균 7.1년(SD=6.9)

근무를 하는 경우 16부(3.9%)를 제외하였다.

이었으며, 현재 팀에서 재직한 기간은 평균

또한, 현재 소속된 팀(부서)의 인원수를 묻는

4.0년(SD=4.3)이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와 관

문항에 1명 이하로 응답한 5부(1.2%)를 제외하

련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 시

였는데, 1인 팀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상황이

행 기간은 3개월 미만이 97명(31.0%), 4개월

기존의 근무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이상~6개월 미만 89명(28.4%)으로 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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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59.4%를 차지하였고, 6개월 이상~9개월

여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나는 재택근무

미만이 57명(18.2%),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로 인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줄어들

이 70명(22.4%)을 차지하였다. 소속된 팀 내

어 나의 경력개발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재택근무자의 비율은 20% 미만이 97명(3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적 고립감의 신

20% 이상~40% 미만이 106명(33.9%), 40% 이

뢰도(Cronbach’s α)는 .86이다.

상~60% 미만이 74명(23.6%), 60% 이상~80%
미만이 21명(6.7%), 80% 이상~100% 미만이

사회적 고립감

15명(4.8%)으로 팀 전체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

Golden 등(2008)의 전문적 고립감 척도를 번

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재택근무

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적 고립감

시간은 평균 16.9시간(SD=10.5)이었으며, 주당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척도 문항의

재택근무일은 평균 2.1일(SD=1.2)이었다.

내용이 전문적 고립감의 정의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을 포함

측정 도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
기 위한 척도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은 5점 Likert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다른 연구(Bentley e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al., 2016; Toscano & Zappalà, 2020)에서도 이와

로 구성되었으며,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되었

같은 이유에서 Golden 등(2008)의 전문적 고립

다. 재택근무로 인해 경험하는 전문적 고립감

감 척도를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는 한국어로 번안된 척

도로 사용하고 있다. 문항은 총 7개이며, 대표

도가 없어 척도 타당화 연구(Kim et al., 2015)

적인 예는 “나는 동료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

를 참고하여 별도의 번안 과정을 거쳤다. 먼

아쉽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저 산업 및 조직심리학 석사과정 연구원 3명

감의 Cronbach’s α는 .91이다.

이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이후 영어권 대학에
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수료 중인 한국어 및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

영어 2개 국어 능통자에게 번안의 정확성을

Forret와 Dougherty(2001)의 척도를 우리나라

검토받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Min(2010)의 문항

번안된 문항을 현직 컨설턴트 2명, 산업 및

을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과 친교적 네트워킹

조직심리학 박사 1명과 교수 1명을 통해 내용

행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업무적 네트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들의 견해를 토대로 최

워킹 행동과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은 각각 8

종 논의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예는 “나는 동료

척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및 부하 직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찾는다(업무적).”, “나는 동료 및 부하 직

전문적 고립감

원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관심을 가진다(친교

Teo 등(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Harrington

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업무적 네트워킹

와 Santiago(2006)가 개발한 4개 문항을 번안하

행동의 Cronbach α는 .88이며, 친교적 네트워킹

- 675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행동은 .91로 나타났다.

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을 시행하여 95% 신뢰구간을 확

잡크래프팅

인하였다. Hayes(2013)는 매개모형에서 다중 독

Wrzesniewski와 Dutton(2001)의 개념에 근거

립변인인 경우 부트스트랩 표본 수를 동일하

하여 한국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

게 지정한 후 특정 X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

당화한 Lee(2017)의 잡크래프팅 척도에서 과업

입하고 나머지 X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지정하

크래프팅 6문항과 관계 크래프팅 5문항을 사

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독립

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업무를 보다 더 효

변인의 수만큼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과

다중 독립변인의 매개모형 추정이 가능하다

업).”, “직장에서 정서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을

고 하였다. 셋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 있는 동료를 찾는다(관계).” 등이 있다. 본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였으며, 마지

연구에서 과업 크래프팅의 Cronbach α는 .84이

막으로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하여 정

며, 관계 크래프팅은 .73이다.

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정서적 몰입

결 과

Ahn & Lee(2018)가 한국 직장인의 조직몰입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한 조직
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몰입 차원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0개
문항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는 “나는 이 회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사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등이 있다. 본 연

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구에서 정서적 몰입의 Cronbach α는 .93이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댓값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분석 방법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전문적 고립감은 관련된 매개변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와

인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r=.30, p<.01)과 정

AMOS 및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

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고립감 역시 관

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통계분석

련 매개변인인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r=.49,

방법은 다음과 같다.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업무

첫째,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적 네트워킹 행동은 종속변인인 과업 크래프

사용하여 고립감의 요인 구조 확인 및 측정모

팅(r=.17, p<.01)과 관계 크래프팅(r=.33, p<.01)

형의 적합도 지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수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친교적 네트워

렴타당성(AVE, CR), 잠재변인 간의 변별타당성

킹 행동은 관계 크래프팅(r=.25, p<.01)에만 정

을 확인하였다. 둘째, PROCESS Macro model 4

적 상관을 보이고 과업 크래프팅과는 유의한

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조절변인으로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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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Professional Isolation

(.86)

2. Social Isolation

.74**

(.91)

3. Task Networking Behavior

**

.30

.36**

(.88)

4.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42**

.49**

.46**

-.09

**

**

5. Task Crafting

-.21

6

7

(.91)

.17

**

5

.02
**

(.84)

6. Relational Crafting

.07

.03

.33

.25

.60**

(.73)

7. Affective Commitment

.31**

.34**

.40**

.43**

.15**

.27**

(.93)

M

2.62

2.46

3.08

2.48

3.79

3.52

3.01

SD

.86

.83

.68

.82

.51

.54

.75

Skewness

.01

.14

-.30

.21

-.29

-.37

-.36

Kurtosis

-.54

-.52

.28

-.58

1.11

.56

.06

Note. **p<.01, (Cronbach’s α)

정서적 몰입은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r=.40,

모형의 적합도가 1요인 모형에 비해 양호한

p<.01)과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r=.43, p<.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의 수준 역시 수용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능한 수준이었다. 두 모형 간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χ2 값 차

측정타당성 검증

이가 48.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고립감의 요인구조 확인

다음으로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한 방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고립감의 1요

식에 따라 2요인 모형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

인 모형과 전문적 고립감 및 사회적 고립감으

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로 구분한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

각 잠재변인에 속한 측정변인의 평균분산추출

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고립감을 전문

(AVE)이 .50보다 높고, 개념신뢰도(CR)가 .70보

적 고립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구분한 2요인

다 크게 나타나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여주

Table 2. The fit index of CFA of isolation models (1 & 2 factor)
Mediating Path

χ2

df

CFI

TLI

SRMR

2 factor model

31.10

8

.98

.97

.03

1 factor model

79.89

9

.95

.91

.04

Note. 2 factor model=Professional Isolation, Social Isolation, 1 factor model=Isolation

- 677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Table 3.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isolation 2 factor model

Note.

Correlation

Isolation

AVE

CR

Professional Isolation

.65

.75

(.86)

Social Isolation

.76

.91

.88***

Professional Isolation

Social Isolation

(.91)

***

p<.001, (Cronbach’s α)

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88

1981)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마지

로 높은 편이었으나 Kline(2011)이 제시한 .90

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27에서 .88

미만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비제약모델과 제

로 나타나 Kline(2011)이 제시한 .90 미만 기준

2

약모델 간의 χ 값 차이가 df=1일 때 27.65

을 충족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

로서 두 모델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아 잠재변인 간 변별타당도를 보여주었다.

(p<.001) 변인 간 변별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다(Yu, 2012). 위와 같은 결

변인 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가설 검증

과들에 따라 전문적 고립감과 사회적 고립감
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접효
측정모형 검증

과 회귀계수를 Figure 2의 경로에 표시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전문적 고립감이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에 미

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

치는 영향(β=.30, p<.001, 가설 1)과 사회적 고

구의 핵심 변인 모두를 개별적 잠재변인으로

립감이 친교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β=.49,

구성한 측정모형(7요인)을 사용하여 확인적

p<.001, 가설 2)이 유의했으며, 업무적 네트워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킹 행동이 과업 크래프팅(β=.21, p<.001)과 관

2

모형의 적합도는 χ =364.53(df=168), CFI=.96,

계 크래프팅(β=.34, p<.001)에 미치는 정적 영

TLI=.95, RMSEA=.06(90% CI: .05~.07)로 나타

향(가설 3a, 3b)과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이 과

나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업 크래프팅(β=.17, p<.05)과 관계 크래프팅(β

다음으로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수렴

=.31, p<.001)에 미치는 정적 영향(가설 4a, 4b)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요인계수를

도 지지되었다.

살펴본 결과, .67에서 .94으로 모두 .50 이상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었으며,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문적 고

(p<.001). 또한,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립감이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을 매개로 과업

(AVE)도 .50~.84로 모든 변인이 .50 이상이었

크래프팅에 미치는 간접효과(Bootstrap 95% CI

으며, 개념신뢰도(CR) 역시 .71~.96으로 모두

.01~.07)와 관계 크래프팅에 미치는 간접효과

.7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Fornell & Larcker,

(Bootstrap 95% CI .03~.11)는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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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ng effect model of network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ion and job crafting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etwork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ion and
job crafting
Mediating Path
Isolation

Networking

B

Boot SE

Task

.04

Relational

LLCI

ULCI

.02

.01

.07

.07

.02

.03

.11

Task

.05

.02

.01

.09

Relational

.10

.03

.06

.15

Crafting

Professional

→

Task

→

Social

→

Friendship

→

95% CI

나타나 가설 5a와 5b가 지지되었다. 또한, 사

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회적 고립감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을 매개

다(ΔR2=.00, F(1, 309)=.83, p=.36). 구체적으로

로 과업 크래프팅에 미치는 간접효과(Bootstrap

전문적 고립감과 정서적 몰입의 상호작용항이

95% CI .01~.09)와 관계 크래프팅에 미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04, p=.36),

간접효과(Bootstrap 95% CI .06~.15) 역시 유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반면 사회적 고립감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6a와 6b가 지지되었다.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
입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에 대한 변량의 2%를
추가로 설명하였다(ΔR2=.02, F(1, 309)=8.71,

고립감이 네트워킹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p<.01).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대한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몰입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전문적 고립감과 업

(B=.15, p<.01), 가설 8이 지지되었다. 이에 따

무적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

라 정서적 몰입의 평균 및 ±1SD 수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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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rated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ion
and networking behavior
B

DV
(Constant)

SE

t

3.07

.04

85.42

Task

.16

.04

3.65***

Affective Commitment (b)

NB

.31

.05

6.31***

(a) × (b)

.04

.05

0.91

(Constant)

2.45

.04

61.91***

Social Isolation (c)

Friendship

.38

.05

7.85***

Affective Commitment (d)

NB

.36

.06

6.49***

.15

.05

2.95**

Note. **p<.01,

F(3, 309)

p

.20

25.10

.00

.34

52.90

.00

***

Professional Isolation (a)

(c) × (d)

R2

***

p<.001, NB (Networking Behavior)

Table 6. Significance test for simple regression line according to affective commitment
level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Affective Commitment

M -1SD (-.75)

Note.

B
.27

SE

t

.06

LLCI

ULCI

***

.14

.39

***

4.23

M

.38

.05

7.85

.29

.48

M +1SD (+.75)

.50

.06

8.07***

.38

.62

***

p<.01

회적 고립감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에 미치
는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든 단순 기
울기가 유의하였으며,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부 효과 크기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Table 6). 조절효과
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Figure 3에 제시
하였다.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isola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on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AC: Affective Commitment,
FNB: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SI:
Social Isolation)

네트워킹 행동과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
효과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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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002~.03) 가설 10a가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

Table 7과 같다. 전문적 고립감과 과업 및 관

적 고립감과 관계 크래프팅의 관계에서 친교

계 크래프팅의 관계에서 업무적 네트워킹 행

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정서적

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매개효과는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지수

나타나(index=.03 95% CI .01~.06) 가설 10b 역

(index)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모

시 지지되었다. 따라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변

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의

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한 가설 9a와 9b는 기

몰입의 평균 및 ±1SD 수준에서 친교적 네트

각되었다.

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

한편 사회적 고립감과 과업 크래프팅의 관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Table 8에

계에서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감과 과업 크래프팅

대한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의 관계에서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

한 결과,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지수가

과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과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조직구성원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index=.02 95% CI

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부 간

Table 7.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Mediating Path
Isolation

Networking

Index

Boot SE

Task

.01

Relational

LLCI

ULCI

.01

-.01

.03

.01

.02

-.02

.04

Task

.02

.01

.002

.03

Relational

.03

.01

.01

.06

Crafting

Professional

→

Task

→

Social

→

Friendship

→

95% CI

Table 8. Significance test for conditional indirect effect according to affective commitment
level
SI → FNB → TC
SI → FNB → RC
Affective

Commitment

Effect

Bootstrap
LLCI

ULCI

Effect

Bootstrap
LLCI

ULCI

M-1SD (-.753)

.03

.01

.05

.06

.03

.09

M

.04

.01

.07

.08

.04

.12

M+1SD (+.753)

.05

.01

.09

.10

.06

.16

Note. SI(Social Isolation), FNB(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TC(Task Crafting), RC(Relational C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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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Tugade et al., 2004)

(-1SD=.03, M=.04, +1SD=.05). 또한, 사회적

이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립감과 관계 크래프팅의 관계에서 친교적

둘째,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과 친교적 네트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조건부

워킹 행동은 과업 크래프팅 및 관계 크래프팅

간접효과 역시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부 간접

(가설 3a, 3b, 4a, 4b 지지). 이는 네트워킹 행

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동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1SD=.06, M=.08, +1SD=.10).

잡크래프팅 기회 인식에 영향을 미쳐 잡크래
프팅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해석은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구성원

논 의

일수록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자원을
얻어 잡크래프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본 연구는 현재 재택근무 도입초기에 조직

선행연구(Qi et al., 2019)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성원이 변화된 업무수행 방식에 어떻게 적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네트워크가 관련된

응해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

자원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

체적으로 고립감은 네트워킹 행동에 정적 영

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을 미칠 것이며, 네트워킹 행동은 잡크래프

포괄적 네트워크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또

수 있다. 다만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은 과업

한, 이러한 영향 관계를 종합하여, 고립감과

크래프팅(r=.17,

잡크래프팅의 관계에서 네트워킹 행동의 매개

(r=.33, p<.01)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이는 네트워킹 행동과 관계 크래프팅의 정의

정서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고립감과

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관계 크래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프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및 상호작용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

확인하였다.

되는데, 본질적으로 네트워킹 행동은 조직 내

p<.01)보다 관계 크래프팅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미는 다음과 같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첫째, 전문적 고립감은 업무적 네트워킹

다. 즉 어느 유형의 네트워킹 행동이든 상호

행동에, 사회적 고립감은 친교적 네트워킹 행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작용 경계 변화와 관련된 관계 크래프팅과 더

설 1, 2 지지). 즉 재택근무 환경에서 조직구

높은 상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성원은 고립감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를

에서 업무적 및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 모두가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대처 행동(positive coping

관계 크래프팅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도

behavior)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결과는 자신의 내·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부

셋째, 본 연구는 고립감과 잡크래프팅의 관

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려는 개인의

계에서 네트워킹 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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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웠다. 연구 결과, 모든 경로에서 네트워

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

킹 행동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가설 5a, 5b,

서적 몰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

6a, 6b 지지). 이는 재택근무로 인해 고립감을

로 추론해볼 수 있다.

느끼는 구성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가

마지막으로 고립감이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유발되어 네트워킹 행동이 나타나며, 이러한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에서

행동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여 잡크래

정서적 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친교적 네

프팅을 위한 기회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트워킹 행동의 간접효과에서만 유의하게 나타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났다(가설 9a, 9b 기각, 10a, 10b 지지). 즉 조

넷째, 고립감과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서

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사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고립감과

회적 고립감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강

다(가설 7 기각, 8 지지). 이러한 결과는 조직

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에 따라 사회적 고

추가적으로 고립감이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립감으로 인한 긍정적인 대처 행동의 동기가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가설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5, 6과 같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보면 사회적 고립감이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

사전에 따로 가설을 가정하지 않았던 고립

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정서적 몰입이 높은

감이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구성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

는 전문적 고립감과 과업 크래프팅(β=-.16,

적 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더 많

p<.01), 사회적 고립감과 과업 크래프팅(β=

은 애착과 동일시를 바탕으로 조직 변화에 더

-.29, p<.001)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 간접효과의 부호

석할 수 있다. 반면 전문적 고립감과 업무적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매개 모형은 고립감이

네트워킹 행동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몰입의

과업 크래프팅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대한 네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적

트워킹 행동의 긍정적인 억제효과(suppressor

몰입이 높은 구성원이 능동적인 태도와 행동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립감

을 보이려고 해도 개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

이 높아질수록 과업 크래프팅은 낮아지는데,

수 있는 친교적 네트워킹 행동과 달리 업무적

이러한 부적 관계는 조직구성원이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동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 내

행동을 할 경우 억제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킹

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

행동을 하는 조직구성원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다. 즉 업무적 네트워킹 행동은 상사 및 동료

고립감을 느끼더라도 다양한 자원을 얻어 잡

와 함께 업무 관련 회의나 세미나, 워크숍 등

크래프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정

에 자주 참석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일

적 간접효과), 네트워킹 행동이 배제된다면 고

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립감은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감소하여 다양한 자원을 얻지 못해 잡크래프

회의 일정이나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의 기

팅 기회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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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적 직접효과). 따라서 고립감과 잡크래프

려는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가 일어

팅의 부적 관계가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 억제

나 결국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다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립감의 부

(Deci & Ryan, 2000; Jo & Lee, 2013). 이러한 부

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억제

정적 결과변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를 벗

적 노력(네트워킹 행동)을 발견한 것에 의미가

어나려는 조직구성원의 대처 과정을 고려하지

있다.

않고 구성원이 고립감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부정적인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일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재택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조

근무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

직구성원의 대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이나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재택근무와 관

에서 욕구 결핍이 항상 부정적인 과정으로 이

련된 실증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 해소를 위한 건설적

기존 연구에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

승화 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무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Park &

보았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중요한 발견

Ryu, 2017).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 재택근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인 국내 기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택근

마지막으로, 조직몰입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무자의 정서 및 행동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

써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Ko와 Lyou

행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재택근

(2006)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무에 관한 연구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조직몰입의 조절적 역할을 강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로 인해 조

조하며, 조직몰입의 조절효과에 관한 더욱 광

직구성원이 겪는 고립감을 연구한 국내 선행

범위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재택근무로

연구는 고립감과 네트워킹 행동, 잡크래프팅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

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조절효과와 조절

향에 관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조직몰입

본 연구는 고립감을 전문적 고립감과 사회적

의 조절적 역할의 가능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고립감으로 구분하여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

있다. 또한, 앞으로 정서적 몰입은 재택근무와

험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정서를 실증적으

같이 관리자의 가시적인(visible) 시선에 의해

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관리 감독 되는 것이 아닌, 자기 조절적 업무

수 있다.

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의 긍

둘째, 선행연구에서 고립감은 직무수행 및

정적인 태도 및 행동 유발을 위한 선행변인이

만족 감소 등 부정적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

나 조절변인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Golden et al., 2008;

상한다.

Toscano & Zappalà, 2020), 본 연구에서 고립감

이와 더불어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적 의의

상태로 정의한 좌절된 기본심리욕구 역시 욕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재택근

구가 좌절될수록 심리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무를 하게 된 조직구성원의 정서 및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및 정서를 회피하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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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정

것이다. Meyer와 Herscovitch(2001)은 일반적 몰

서 및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

입 모형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 조직몰입 차원

절한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

이 어떻게 발달하고 이것이 구성원의 행동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안하였다. 이 모형

둘째, 최근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향상

에 따르면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이 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에

구하는 목표에 대한 강한 동일시를 통해 높은

게 맞게끔 직무를 재설계하는 잡크래프팅에

내적 동기를 갖고 있거나, 조직이 추구하는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를 받아들일 때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행동이

따라서 구성원에게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강한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시를 형성하게 하려면, 조직 차원에서 구

이러한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이 네트

성원에 대한 가치와 배려 등과 같은 조직 지

워킹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

원을 강하게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킹 행

것이 중요하다(Ashforth & Saks, 1996). 이러한

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 차원의 개입을 통해 구성원이 조직 지원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상호작

을 강하게 지각한다면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

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조직에

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해 공식화된 원칙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상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호작용 환경(예: 원격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iley와 Kurland(2002)는

티타임 및 잡담 시간 등)을 조성해 준다면, 구

재택근무 기간에 따라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성원의 폭넓은 네트워킹 행동이 나타날 것이

의 적응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

며 궁극적으로 잡크래프팅에 더 많은 영향을

지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게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이 대부분이며 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친

랫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해온 기업이 많이 없

교적 네트워킹 행동의 간접효과를 강화해줄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 과업 크래프팅

택근무 기간 역시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

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대한 친교적 네트워킹

다. 따라서 앞으로 재택근무가 보편적인 업무

행동의 억제효과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는다면, 향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전

후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시행 기간에 따라 조

에 먼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증가시킬 필

직구성원의 정서 및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조직에 대한 구성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원의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다면 재택근무로

본 연구에서는 미처 통제하지 못하였지만, 주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 대

당 재택근무 강도에 따라 고립감이 직무만족

처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및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

에, 사전에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정서적

구(Golden, 2006; Golden et al., 2008)와 조직구

몰입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성원의 결혼 여부, 부양가족 여부, 성격특성

- 685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등에 따라 재택근무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네

선행연구(Feldman & Gainey, 1997) 등을 기반으

트워킹 행동은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받을

로 재택근무자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Seo, 2011), 조직구성원이 이미 형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및 인구통계학적 특

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파악하고

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를 통제한 후에 네트워킹 행동의 영향을 연

으로 생각된다.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재택근무자만을 대상으로

다섯째, 본 연구는 고립감이 잡크래프팅에

하였으므로 출퇴근근무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미치는 영향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재택근무

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

자의 잡크래프팅 효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문적 및

자료가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잡크래프팅

사회적 고립감 척도를 출퇴근근무자에게 맞게

은 급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

수정하여 측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같은 방법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통해

경력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출퇴근근무보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전문적

왔지만(Berg et al., 2010; Tim et al., 2012), 최근

및 사회적 고립감이 현저하게 증가하는지 확

연구에서는 잡크래프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한다면, 두 유형의 고립감이 재택근무로 인

서도 주목하고 있다(Bizzi, 2017; Demerouti et

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임을 더욱 명

al., 2015). Wrzesniewski와 Dutton(2001) 역시 잡

확히 할 수 있다.

크래프팅이 조직구성원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셋째, 본 연구에서 고립감은 관련된 연구를

몰라도 이러한 행동이 조직의 요구와 맞지 않

통한 이론적 근거와 연구자의 추론을 바탕으

은 변화를 초래하여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

로 전문적 고립감을 유능성 욕구가 좌절된 상

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택근무 환경

태로, 사회적 고립감을 관계성 욕구가 좌절된

은 업무적 측면에서 높은 역할모호성의 특징

상태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둘 간의 영향 관

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낮은 사

계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회적 지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Sardeshmukh

러한 고립감이 기본심리욕구와 어떠한 관련성

et al., 2012). 이러한 재택근무 특징은 성과 기

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반 결과(직무 숙련도 등)에서 잡크래프팅의 역

것이다.

기능적 영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넷째, 본 연구는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을

(Dierdorff & Jensen, 2018), 향후 연구에서는 재

통해 업무 및 관계 영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택근무자의 잡크래프팅이 조직 내 다양한 결

얻어 잡크래프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과변인(ex: 직무성과 등)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

고 보았다. 하지만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 이

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에 조직 외부 네트워킹 행동을 통해서도 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잡크래프팅은 세 가지

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자원을 획득할 수 있

하위차원 중 과업 및 관계 크래프팅만을 측정

다(Michael & Yukl, 1993). 따라서 향후 연구에

하였으며, 조직몰입 역시 세 가지 하위차원

서는 조직 내 외부 네트워킹 행동을 함께 살

중 정서적 몰입만을 측정하였다. 각 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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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solation on job crafting in telecommuting:
Mediating effects of networking behavior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commitment
Su-bin Lee

Chang-goo Heo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behavior of employees in order to overcome the isolation in
the environment in which telecommuting was implemented. Specifically, this study was the networking
behavior will appear as a positive coping method for the employees to overcome the isolation, and the
mediating process tha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crafting through these behaviors is examined.
Also want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of affective commitment in this influence series of
processes.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employees who are currently
telecommuting from domestic companies and a total of 313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 isolation had a positive related on task networking behavior and social
isolation had a positive related on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behavior and job crafting had all positively related.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networking
behavior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ion and job crafting.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was significan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Fif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was
significant only in the indirect effect of friendship networking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pect to help to understand the emotions and behaviors of employees that may appear at the beginning
of introduction of telecommuting in depth.

Key words : Professional Isolation, Social Isolation, Networking Behavior in Organization, Job Crafting, Affectiv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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