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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을 완화시키기 위한 관리 차원의 전략으로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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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인식과 연구목적 

공기업 신규채용의 경쟁률이 매년 100 대 1 내외라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고(중

앙일보, 2012. 8. 3), 과거 행정이나 사법 시험만 고시라고 부르던 것이 최근에는 공기업 시

험에도 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이다. 공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취업 선호는 

민간 기업의 사원보다 안정적인 고용보장,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수준, 그리고 승진･교육훈

련･업무특성 등에서의 양호한 근무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러한 매력적인 

요인은 그동안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이러한 양호한 근무조건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 내지 신공공관리의 도입,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

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외부통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08년 출범한 이

명박 정부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 신입사원의 보수를 삭감하였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수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 3만여 명의 인력

감축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공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는 인력감

축이나 민영화는 물론 저성과자 퇴출, 성과급 차등폭 확대, 성과･역량 중심의 발탁인사 등

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공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양호한 보수와 노동 강도를 기대하고 입사한 사원들은 근래의 

이러한 변화된 근무조건에 대하여 조직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직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고용보장이 약화되고 구성원 간의 경쟁이 강화되

면서 조직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믿었던 근무조건에 대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지각은 상호

의무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시작한다(Turnley & Feldman, 1999a). 특히 서양에서는 조직과 

개인 간에 언어적으로 표현된 약속만이 심리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

렇지 않은 기대도 심리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의 고맥락 문화1)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조직에서 ‘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표현보다 ‘기대를 저버렸다’는 표현이 더 익숙한 것은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박영석, 1998). 

1) 서양은 저맥락(low context) 문화권에 속해 있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데 비해, 동양의 고맥락(high context) 문화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이도 상대방이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짐작해낼 수 있다고 본다(Hal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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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만족과는 달리, 비록 공

식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조직이 암묵적으로 자신에게 기대를 갖게 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

았다고 믿는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반응은 이직이나 태만 등 조직에 보다 직접적인 피해

가 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Crino & Leap, 1989; Robinson & Rousseau, 

1994; Rousseau, 1995; Robinson & Morrison, 1995; Morrison & Robinson, 1997; Turnley & 

Feldman, 1999a). 공기업 경영혁신은 조직 차원에서 경영성과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도 하지만(강현찬･이덕로, 2011)2)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

으로 인해 조직에 부정적인 구성원의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기업 혁신으로 인해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경험

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어느 정도이고,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관리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윤길･이규만(2006) 논문과,3)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황영호(2006) 및 정윤길(2007)의 논문

이 있는 정도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쟁과 성과 중심의 정부혁신이 조직 구성원의 혁신 

피로감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를 볼 때(양기용, 2004; 유희숙, 1997), 

심리적 계약위반이 우려되는 공공부문에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미흡한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이 구

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행태는 조직에 대한 애착이 없어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의도와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부여 행동을 대조시켜 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편 심리적 계약위반과 

구성원의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조절변수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직장가족주의라는 구성원의 문화적 성향을 포함시켰다.4) 

2) 강현찬･이덕로(2011)는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 경영지표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민

영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경영지표의 개선은 민영화의 

효과라기보다는 구조 및 인력개편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이규만･임병연(2007)은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정윤길･이규만(2006) 연구와 동일한 표본에서 변수만 다르게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과 조직 간에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조

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심리적 계약에 대한 인

식이나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반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조영호･조윤형･안지혜, 2002; 
Thomas, Au, & Ravlin, 2003). 특히 한국은 개인의 요구나 관심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집단

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Hofstede, 2001; 차재호･정지원, 199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논문은 

직장 단위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보다 구체화된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조절변수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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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심리적 계약위반

계약(contract)은 개인과 조직 사이의 고용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

한 계약은 문서로 공식화된 것과 문서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를 심리적 계약

(psychological contract)이라 한다(Rousseau, 1989). 일반적으로 심리적 계약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

는 고용주와 조직 구성원 간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교환의 내용 및 조건이며, 문

서화되지 않은 기대를 의미한다(Argyris, 1960; Levinson, 1962; Rousseau, 1989). 심리적 계약은 

상호작용, 상호간의 기대, 일관된 유인책과 기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뢰를 쌓고 나아가 상

호의무에 대한 개인차원의 믿음을 형성한다(Rousseau, 1989; Schein, 1965). 상호의무에 대한 개

인의 믿음은 규범적인 믿음으로 선의와 공정한 거래 등을 가정하며(Rousseau, 1989), 조직과의 

상호관계 및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Turnley & Feldman, 1999a). 조직 구성원들

은 조직의 경영층 또는 상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적인 약속이

나 계약내용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이나 계약내용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가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계약(Kotter, 1973)과 서로의 의무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제도적 처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로

서 심리적 계약의 개념이 등장하였고(Argyris, 1960; Levinson, 1962)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

닌다. 첫째, 상호호혜의 특성을 갖는다(Rousseau, 1990). 심리적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교환으로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기여

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Cassar, 2001). 예를 들어, 

개인은 지식과 기술, 시간, 노력 등을 투입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고,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 승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둘째, 심리적 계약은 동태적 특성을 갖는다(Levinson, Price, 

Munden, Mandl, & Solley, 1962; Rousseau & Parks, 1993). 한 번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조직에서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부 계약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Robinson et al., 1994; Rousseau & Parks, 1993; Schein, 1965). 셋째, 심리적 계약은 주관적이기 때

문에 동일한 계약조건에서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인지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Robinson et 

al., 1994; Rousseau, 1989). 구체적으로는 조직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인의 

지위가 바뀜에 따라 구성원과 조직 간의 심리적 계약은 처음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계약은 구성원의 시각에서 조직이 약속한 유인(incentive) 조건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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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심리적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지킬 수 없는 불이행

(reneging)뿐만 아니라 조직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구성원은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불일치(incongruence)로 발생한다(Rousseau, 1995; Morrison & 

Robinson, 1997). 불이행이나 불일치는 구성원이 믿고 있는 심리적 계약 조건과 실제 실현된 

정도 사이에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심리적 계약의 상호의무 내지 상호호혜의 특

성 때문에 실제로 지각된 심리적 계약위반은 구성원 자신이 조직에 실제 기여한 정도에 비

례한다고 본다(Morrison & Robinson, 1997). 심리적 계약위반은 지각 상태에 멈추지 않고 실

망, 좌절, 화, 분노 등의 정서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은 자신이 기여한 정

도와 조직의 불이행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직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약속

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등의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에서 나오는 감정 상태로 이해된다(Morrison & Robinson, 1997). 이처럼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의 복잡한 주관적 해석과정을 거쳐 나타나지만 실증연구 차원에서는 인지적 차원과 정

서적 차원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암묵적이긴 하지만 당사자 간의 상호호혜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는 감정적 손상 및 이에 따른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Crino & Leap, 1989; Singh, 

1998). 조직구성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태의 반응은 사회교환이론(Blau, 1964), 통제이론

(Carver & Scheier, 1982), 인지부조화이론(Festinger, 1957), 형평이론(Adams, 1965)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들 이론의 핵심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서 거래의 균

형을 찾는 방향으로 인지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경우 

조직이 자신에게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는 유무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직과의 관

계를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 조직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계약위반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외국에서는 1990년 전후부터 본격화되었

고(Rousseau, 1989; Guzzo, Noonan, & Elron, 1994; Kissler, 1994; Robinson & Rousseau, 1994; 

Robinson et al., 1994; Turnley & Feldman, 1998), 국내 민간부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박영석, 1998; 김명언･민혜경, 1999) 최

근까지 지속되고 있다(정영미･서경도, 2011; 한주원･김정진･박경규, 2011). 이들 국내외 연구

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행태와는 

부(-)의 관계를, 조직에 피해를 주는 이직, 태만 등과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고, 근래에는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공정성, 재취업 가능성, 공공서비

스 동기 등의 조절효과에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Restubog et al., 2009; R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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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리적 계약위반의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결과변수 주된 분석방법 연구대상

박영석
(1998)

심리적 계약위반 ㅡ
조직몰입, 신뢰,
직무만족

중다회귀분석
5개 대기업 근로자 
171명

김명언
민혜경
(1999)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구성원의
의무)

ㅡ
조직몰입, 
이직의도, 
공정성

개별면접
ANOVA

-개별면접: 대기업 
사무직근로자 27명 
-설문조사: 대기업
사무직근로자 165명

조영호
조윤형
안지혜
(2002)

개인주의, 
집합주의 성향

ㅡ 심리적계약 회귀분석
사기업 근로자 
251명

황영호
(2006)

심리적 계약위반
(거래적, 관계적 계
약)

ㅡ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
행동, 이직의도

상관분석
K시 공무원 
222명

김민수
박지은
(2006)

심리적 계약위반
절차공정성 
풍토(조절)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위계적
선형모형

3개 조직, 
32개 집단 사무직 
근로자 182명

배성현
정기준
(2006)

-개인요인: 정서, 공
정민감성
-관계요인: 조직지원, 
상사 부하 교환관계

심리적 
계약위반

이직의도, 
건의 및 발언, 
무시, 충성심, 
조직시민행동

회귀분석
금융기관근로자 
633명(정규직467, 
비정규직166명)

정윤길
이규만
(2006)

심리적 계약위반
공정성민감도
(조절)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영진 신뢰

위계회귀분석
7개 공기업 종사자 
267명

정윤길
(2007)

거래적, 관계적
심리적 계약 

공공서비스동
기

역할내‧외 성과
(조직시민행동)

회귀분석
서울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근무 경찰관 
226명

곽선화
김미희
(2010)

심리적 계약위반 신뢰
반생산적 
과업행동

위계회귀분석
매출 1조억원 이상 
기업체 근로자 
200명

정영미
서경도
(2011)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의무, 
구성원의 의무)

상사신뢰
(조절)

근로의욕, 
조직몰입

위계회귀분석
부산시 특1급 호텔  
근로자 399명

한주원
김정진
박경규
(2011)

비인격적 감독
심리적 
계약위반
(조절)

역기능 저항, 
건설적 저항

구조모형분석

직속상사에게 
비인격적 감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사-부하 261쌍

유민봉
심형인
(2012)

심리적 계약위반
집단주의
정서적 성향
조직상황변수

이직의도, 발언, 충
성, 인내, 태만

위계회귀분석
SOC 에너지 관련 대규
모 공기업 구성원 421
명

* 학술정보 DB시스템인 KISS, DBpia, RISS에서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분야의 논문을 검색하여 저자가 
구성함.

Johns, & Ntalianis, 2004; Thomas, Au, & Ravlin, 2003; 국내연구는 다음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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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와 동기부여

심리적 계약위반 상황에서 구성원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연구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신뢰, 이직의도, 반생산적 과업행동, 건의 및 발

언, 충성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는 조직에 피해가 되는 행태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

태를 대표해서 각각 이직의도와 동기부여를 포함시키고 심리적 계약위반이 대조적인 이들 

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것을 의미한다(Farrell, 1983). 

Mobley(1977)는 이직을 “조직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직의도는 “자의로 이직 여부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나거나 옮기려는 행위, 다른 직

장을 탐색하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이직을 선택한 다수의 

사람을 표본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행위의도는 행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설명력 높다

는 점에서(Ajzen, 1991), 실증연구의 변수로 이직 대신 이직의도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이직의도와 심리적 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직에 의한 심리적 계약의 

위반은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Rousseau, 1995). 또한 조직에 의한 

계약위반이 적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Guzzo, 

Noonan, & Elron, 1994).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관심을 갖고 취업정보를 접하면서부터 조

직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유무형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한 기대를 조직이 충

족시켜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믿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

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직을 생각하거나 실제 이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Wanous et al., 

1992).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교환이론(Blau, 1964)이나 형평이론

(Adams, 1965)으로 추론해볼 때,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인지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구성원은 조직과의 교환 관계를 균형상태로 유지

하려는 인지 내지 행동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조직의 의무위반 정도는 크고 구성원 개인

의 의무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직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반대로 구성원의 

의무위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조직의 계약위반 정도가 높다 하더라도 조직과 개인의 의

무위반이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 낮은 이직의도를 보일 것이다(Homans, 

1961; Adams, 1965). 실제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의무이행이나 기여를 별도로 

조사하기보다는 구성원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고 느낀 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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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다.

2) 동기부여

조직에서 구성원의 동기부여(motivation)는 조직의 목표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

원에게 맡은 임무를 지속적이고 자율적이며 열심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Cherrington, 1989). 동기부여는 능력과 함께 개인의 업무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

변수로 간주되어왔으며, 조직관리 차원에서 무엇이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동기가 부여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론과 과정론 차원의 이

론이 제시되어 왔다(Maslow, 1954; Herzberg, Mausner, & Snyderman, 1959; Adams, 1965; 

Vroom, 1964). 특히 내용론은 구성원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근무조건, 신분보장, 대인관계, 보수, 승진, 직무자체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들 동기부여 요소는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는 유인이라면 동기부여는 

조직에 기여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내용론은 구성원과 조직 간의 유인-기여의 균형관계를 의

미하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정론 역시 구성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목

표를 달성할 때 조직이 약속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믿음(수단치, 

instrumentality)에 의해 노력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Vroom, 1964) 심리적 계약위

반에 따른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내용론과 과정론의 동기

부여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욕구가 덜 충족되

거나 조직의 보상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계약위반과 동기부여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

에서도 이들 간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Lange et al., 2011), 행동차원의 동기부

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조직시민행동이나 역할 외(extra-role) 행동과의 관계에서도 부(-)의 

관계가 다수 확인되었다(정윤길, 2007; 이규만･임병연, 2007; Restubog et al., 2009; Othman 

et al., 2005). 이상의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심리적 계약위반과 동기부여의 관계는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심리적 계약위반은 동기부여에 부(-)의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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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가족주의 성향

가족주의(familism)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하나의 단

위로서 가족을 유지･성장시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 유대, 충성, 헌신, 의무, 존경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믿음체계이다(Triandis, 1995; 박통희, 2004b). 가족주의는 동서양 모두

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서양에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단위로 형성되며 구성원의 개인

주의가 존중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으로 이어지는 종단적･수직적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원 개인의 역할이나 행동규범이 정의된다는 점에서(이황직, 2002) ‘가(家)’ 중심의 집단

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가족주의(workplace familism)는 가족주의가 직장 단위에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성, 헌신, 공동체, 집단성, 신뢰 등의 속성(백완기, 

1982; 박통희, 2004a)이 개인이 소속된 직장 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직

장가족주의 특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특성에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부모-자녀의 수직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성장시키며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존중하

는 특성이 직장에서는 상사-부하의 계층구조에서 상사 내지 조직의 부하에 대한 지도･감독･
생활보장 그리고 부하의 상사에 대한 존중과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 성장･교육･생활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자녀의 부모 존경 구조도 직장에서 

경영진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믿음, 

희생, 상부상조, 화목과 같은 정신적‧심리적 유대감이 중시되는데 이 역시 직장가족주의에서 

구성원 동료들 간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한편 문화는 사회나 조직 등 거시적 분석단위

로 접근하기도 하고 개인차원의 문화적 성향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Triandis, 1995) 이 연구

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후자의 직장가족주의 성향으로 접근하였다. 

직장가족주의 성향과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의 관계를 보면,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

록 조직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영진, 상사, 동료와의 화합을 생

각하기 때문에 비록 조직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조직을 떠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조직에 남아 평상시와 같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상사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이고(배성현･김미선, 2009) 조직시민행동과는 정(+)의 관계이

며(이창원･정법권, 2008; 김민강･박통희, 2008), 집단 응집성의 경우는 이직의도와 부(-)의 관

계이고(김우진, 2011) 조직시민행동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김영환, 2004) 실증적으로 밝히

고 있다. 따라서 신뢰와 응집성(협력, 집단성)이 가족주의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Heller, 1970), 구성원의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이고 동기부여와는 정

(+)의 관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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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동기부여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다.

한편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와의 관계에서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는 기대위반이론(expectancy violations theory)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Restubog et al., 

2009). 기대위반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 원래의 기대에 상응하는 반응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Burgoon, 

1978).5)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우리나라 격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조직

몰입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조직

몰입의 정도가 조직몰입이 약한 사람보다 급격히 감소하며(Brockner et al., 1992), 구성원-조

직의 심리적 계약이 거래적인(transactional) 경우보다 관계적일수록 계약 위반에 대한 구성원

의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Raja, Johns, & Bilgrami, 2011). 직장가족주의 속성으로 볼 

때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충성이 강하고, 조직과의 관계가 단기적이고 외재적이기

보다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들 실증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3: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 정도가

강할 것이다.

가설 3-4: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부(-)의 영향 정도가 강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10여 년 이상 공공부문 혁신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고용보장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

집단은 공기업 중에서도 이윤추구와 시장논리가 가장 크게 적용되는 대규모 SOC 및 에너

지 공기업 대상으로 하였다.6) 다만 현장 부서는 기업 간 업무의 이질성이 크고 전국에 광

5) 기대위반이론은 부정적인 위반뿐만 아니라 기대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위반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기대에 대응하는 반응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본다(Burgoon, 1978).

6)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분류하는 대규모 SOC 및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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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본사 근무 직원으

로 모집단을 한정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 협조

가 이루어진 9개 공기업 본사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팀 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무작

위로 팀을 선정하여 팀원 전체를 설문하는 군집표집(cluster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

문지는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6일에 걸쳐 32개 팀에 264부를 배포하여 25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전체 문항의 반 이상이 무응답인 1부를 제외한 250부를 최

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7) 

2. 자료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변수

로 설정한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단계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문항 간 내적일관성(크론바하 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델 미설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설에 포함

된 독립변수 이외에 이직의도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Restubog & Bordia, 2006; Suazo, 2009; Jafri, 2011), 그리고 개인의 정서적 성향

(Jenkins, 1993; Isen & Reeve, 2005)을 통제변수에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편 직장가족주의 성

향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하여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곱한 값을 모형에 

포함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ken & 

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이다.

7)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8 83.2

직급

1급 2 0.8
여성 42 16.8 2급 19 7.6

연령

20대 10 4.0 3급 80 32.0
30대 110 44.0 4급 101 40.4
40대 115 46.0 5급 31 12.4

50대 이상 15 6.0 6급 13 5.2

직종

행정직 135 54.0 7급 2 0.8
기술직 105 42.0 무응답 2 0.8
별정직 5 2.0

전  체(n) 250
기 타 5 2.0



146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West(1991)가 제안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식에 따라 이들 두 변수는 개별 응답자

의 측정치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

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

통제변수인 정서적 성향을 제외한 심리적 계약위반, 이직의도, 동기부여, 직장가족주의 성

향 변수는 사전조사8) 자료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쳤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문항을 

재구성한 다음 본조사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간값 집중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6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 심리적 계약위반

심리적 계약위반의 측정은 Robinson & Morrison(2000)이 개발하고 후속 연구(Suazo, 2009; 

Raja, Johns, & Ntalianis, 2004)에서 사용된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5개 문항과 4개 문

항을 참고하여 각각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차원의 경우 좌절감, 화, 실망, 불

신 등 개념이 명확한 감정 표현의 문항이기 때문에 만족감(역코딩)을 포함한 5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지적 차원의 5문항은 Robinson & Morrison(2000)의 문항을 의역하였

기 때문에 사전조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본조사에 포함시켰

다. 

2)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Naus, Iterson, & Roe(2007)의 5개 문항, Suazo(2009)의 4개 문항, Turnley &  

Feldman(2000)의 6개 문항을 참고하여 4개 문항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일부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낮아 문장을 재수정하고9) 1개 문항을 추

가한 5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

해보았다”,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나 신문광고를 확인해 보았다” 등을 포함시켰다. 

8) 사전조사는 본조사의 모집단과 동일한 공기업으로 하였으며 9개 공기업의 본사 551개 팀에 일련번호

를 부여한 다음 무작위로 43개 팀을 선정하고 이들 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배포된 

설문지는 431부이고 이 중 409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문항은 이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9) 구체적인 예로서 “나에게 명예퇴직이 허용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볼 것이다”는 문항의 경우 명예퇴

직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세대별로 달라 본조사에서는 “사직서 쓸 생각을 해보았다”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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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실제로 동기가 유발되어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동차원의 

종속변수로 보았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기부여를 측정한 Wright(2004)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Wright(2004)의 원래 문항은 6개이지만 유민봉･심형인･홍혜승(2011)에

서 요인분석한 결과 1개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낮아 생략하고 사전조사에는 5개 문항을 포

함시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역코딩 문항이 전체적인 신뢰

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코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장을 재구성한 다음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직장가족주의 성향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유민봉･박윤･심형인(2012)이 개발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문헌(임태섭, 1995; 최준식, 2002; 박통희, 2004a, 2004b; 신수진, 

1998; 정재영, 2003)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동일시, 협력, 헌신, 배려, 내집단 중시, 평안 

등의 가족주의의 중요한 특성을 포함시켜 최초 11개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수렴･판별･이해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8개 문항으로 압축

하였다. 사전조사에 포함시킨 8개 문항은 모두 한 요인으로 묶였고 신뢰도 계수도 0.916으

로 높았기 때문에, 동일한 문항을 본조사 설문에 포함시켰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정서적 성향은 Agho, Price & Mueller(1992)의 긍정적 성향과 부정적 성향에 

대한 각각 11개 문항을 저자가 번역하여 본조사에 포함시켰다. Agho, Price & Mueller(1992)

의 척도는 이들 연구에서 긍정적 성향과 부정적 성향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0.82와 0.79이

었고, 긍정적 성향 11개 문항만을 사용한 김공수(2001)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7로 높은 수

준이었다.  

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설문 문항이 동일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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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방법, 베리맥스 직각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8개의 잠재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적 계약위반을 제

외한 모든 변수가 변수 측정에서 제안한 문항대로 6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개별 문항의 요

인 적재값이 실제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 기준인 ±0.5 이상(Hair et al., 1998: 111)으

로 확인되었다. 이들 각 잠재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α값을 확인

한 결과 0.884(동기부여)에서 0.924(긍정적 성향)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심리적 

계약위반의 경우 정서적 차원의 5개 문항과 인지적 차원의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

였다. 잠재요인은 3개 이상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Hatcher(1994: 73)의 

제안에 따라 인지적 차원의 2개 문항의 요인과 문항 구성이 모호한 8번째 요인은 삭제하고 

8개 문항을 심리적 계약위반의 잠재요인으로 채택하였다. 8개 문항의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

한 신뢰도 계수는 0.934로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신뢰도는 

0.80 이상으로 Nunnally(1978)가 제시한 0.60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이들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켜 가설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었다. 7개 요인은 총분산 중 

65.7%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주 효과(main effect) 및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에 따라, 1단계에서 성별, 나이, 긍정적 성향, 

부정적 성향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였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장

가족주의 성향을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표 4>), 이직의도는 1단계보다는 심리적 계약위반을 포함한 2단계 

모형이 통계적으로 우수하였고(∆ =0.128, p<0.01), 3단계에서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주효

과는 없었지만(3단계)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추가한 4단계에서 α=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의 개선(∆ =0.022)이 확인되었다. 한편 동기부여의 경우는 직장가

족주의 성향을 추가한 3단계에서만 의미 있는 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0.114, 

p<0.01). 두 경우 모두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10)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시키는데 이직의도의 경우 1.675, 동기부

10) 공차한계는 0.569∼0.945, VIF는 1.058∼1.758로 나와 기준(공차한계는 0.1이상, VIF는 10이하)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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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 속 변 수⁺

이직의도 동기부여
Step 1

통제변수

성별⁺⁺ -.103 -.212
나이⁺⁺⁺ -.338**  .161**
긍정적 성향 -.229*  .521**
부정적 성향  .439** -.025

  (수정  )  .204(.191)  .359(.348)
Step 2

통제변수

성별 -.152 -.208
나이 -.302**  .159*
긍정적 성향  .017  .501*
부정적 성향  .276** -.012

주효과 심리적 계약위반  .497** -.040

  (수정  )

∆  /∆F

 .332(.319)       
.128/46.836**

 .361(.348)
 .002/.803

Step 3

통제변수

성별 -.173 -.116
나이 -.289**  .102
긍정적 성향  .058  .325**
부정적 성향  .273**  .002

주효과
심리적 계약위반  .474**  .059
직장가족주의 성향 -.097  .423**

  (수정  )

∆  /∆F

 .335(.318)
 .002/.848

 .474(.461)       
.114/52.620**

Step 4

통제변수

성별 -.167 -.114
나이 -.300**  .098
긍정적 성향  .024  .313**
부정적 성향  .316**  .018

주효과
심리적 계약위반(A)  .448**  .049
직장가족주의 성향(B) -.066  .435**

조절효과 A ☓ B -.196** -.073

  (수정  )

∆  /∆F
Durbin-Watson

 .356(.338)
 .022/8.140**
1.663

 .482(.467)       
.008/3.593
1.901

* p<0.05,  ** p<0.01
⁺   계수는 비표준화임.
⁺⁺  성별 코딩: 남성=1, 여성=2.
⁺⁺⁺ 나이 코딩: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의 경우 1.900로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벗어나지 않았다(한국사회과학학회, 1999). 또

한 수정  값을 보면 이직의도는 4단계에서 0.338, 동기부여는 3단계에서 0.461로서 모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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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역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에 대한 이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4단계의 결과를,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3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3. 가설검증 및 논의

1) 심리적 계약위반의 주 효과

구체적인 통계치를 통해 가설을 살펴보면,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계수

는 0.448 (p<0.01)로서 정(+)의 영향관계를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계약

위반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기존의 국내연구(김명

언･민혜경, 1999; 황영호, 2006; 김민수･박지은, 2006) 및 국외연구(Restubog et al., 2009; 

Turnley & Feldman, 1999a; Robinson & Morrison, 1995)와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다. 따라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성원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이것은 조직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의 수준을 넘어 이직과 같은 조직

에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Rusbult et al., 1982)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과 동기부여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

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 계약위반의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동기부여와 상관관계가 

높은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 충성, 직무몰입의 수준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

(Robinson & Morrison, 1995; Conway & Briner, 2002; 김윤성･이규용, 2003; 황영호, 2006)와 

비교하였을 때 예상 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만 동기부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번 결과는 이직의도와 동기부여의 설문 문항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직의도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검색하는 행위나 이직을 고려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

게 노출되지 않는 반면, 동기부여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세로 개념화

하고 설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화된 행동은 상사나 동료에게 확인이 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다면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는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지만 동기부여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이익의 위험이 따르기 때

문에 심리적 계약위반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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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족주의의 주 효과

직장가족주의와 종속변수 간의 분석결과는 심리적 계약위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즉,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

은 반면, 동기부여에는 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b=0.435, p<0.01).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은 반면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이는 동기부여와 조직시민행동과의 밀접한 관

계성(Barbuto & Story, 2011)으로 볼 때, 직장가족주의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Restubog & Bordia, 2006)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동기부

여와 같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관리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직장가족주의 성향과 이직의도

의 관계는 <표 4> 및 <그림 1>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직장가족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의 회

귀선이 낮은 집단의 회귀선보다 아래에 위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어서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3) 직장가족주의의 조절 효과

심리적 계약위반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는 심리적 계

약위반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곱한 상호작용항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계수(-0.221,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가설 3-3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독립적으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심리적 계

<그림 1>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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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위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기부여에 대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3-4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림 1>을 통해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이직의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

면,11)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0.293(p<0.01)이고,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회귀계수는 0.683(p<0.01)이기 때문

에,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 정

도가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 정도가 강할 것이다’는 가설 3-3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가설 3-3은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충성이 강하고 조직과 장기적이고 정

서적인 관계가 강할수록 기대 위반에 대한 반응이 크다는 기대위반이론을 근거로 설정하였

는데, 분석 결과 직장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고 느끼는 정도가 

낮고 계약위반에 대한 반응(이직의도)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즉, 헌신, 협력, 배려, 

내집단 중시 등의 직장가족주의 특성이 강한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기대했던 약속이 비록 

조직에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를 지각하고 느끼는 정도가 약하고, 이직의도와 같은 반조직

적 태도를 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개인 간의 거래관계를 

이론화했다고 볼 수 있는 기대위반이론이 구성원과 조직 내지 경영진과의 관계를 자녀-가족 

또는 자녀-부모 관계의 연장으로 보는 직장가족주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직장가족주의 성향

의 조절효과는 기대위반이론보다는 마케팅 이론의 하나인 ‘눈먼 사랑효과('love is blind' 

effect)’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눈먼 사랑효과’는 충성고객일수록 서비스 하자와 같은 

불공정한 경험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이고 덜 적대적이라는 이론으로(Gregoire & Fisher, 

2005),12) 가족 구성원이 부모나 가족에 대해 갖는 무조건적 사랑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11) <그림 1>은 표본을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평균값보다 1 표준편차 낮은(-1SD) 집단과 1 표준편차 높

은(+1SD)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이 두 집단에서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종속변수(이직의도, 
동기부여)의 회귀선을 도식화한 것이다(Cohen et al., 2003;  Aiken & West, 1991). 회귀선은 심리적 

계약위반의 전체 평균값의 ±1SD에 해당하는 각 종속변수의 값을 구하여 연결한 것이다(괄호 안은 

기울기와 t값). 

12) 이에 대한 대응이론은 기대위반이론과 유사한 ‘사랑의 증오효과(‘love becomes hate’ effect)’라 할 수 

있다. 충성고객일수록 회사로부터 불공정한 경험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보다 적대적이라는 

것이다(Gregoire & Fisher, 2005). ‘눈먼 사랑효과’ 내지 ‘사랑의 증오효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품이

나 기관에 대한 이전의 충성이 불공정한 경험을 한 이후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Brockner, Tyler, & Cooper-Schneider(1992) 또는 Morgan & Hunt(1994)의 충성-신뢰 이론

(commitment-trust theory)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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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에서의 직장가족주의는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의 

일원처럼 느끼고 상호 유대감과 내집단을 형성하고, 그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 상황에서 조

직을 떠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일단 조직을 믿고 지켜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조직에 기여하는 동기부여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를 완화시키는 작용은 심리적 계약위반이 심각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

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높은 공기업에서는 직장가족주의를 강화하는 노

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Ⅴ. 함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는 공기업 인력감축 및 경쟁과 

성과 지향의 혁신이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및 그로 인한 조직에 부정적인 구성원 행태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기업 구성원

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의 정도와 그것이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 관계에 미치는 직장가족주의 작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성원

의 이직은 조직에 가장 위해가 되는 행태라는 점에서(Rusbult et al., 1982) 심리적 계약위반

을 줄이기 위한 관리적 대응이 역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장가족주의 성향은 심

리적 계약위반이 야기하는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고 동기부여는 증가시키고, 특히 기존의 조

직문화 연구에서 직장가족주의와 의미의 유사성이 가장 높은 관계문화의 경우 동기부여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 것을 

보면(김호정, 2002, 2004; 김근세･이경호, 2005; 이정훈, 2010, 이창길, 2007; 김태한･정홍상, 

2011) 직장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관리적 노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구성원의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구성원과 상사 또는 경영진과의 관

계에서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주의의 전통적 특

성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이승환, 2004)가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경영진과 구

성원이 같은 운명체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성원 가족까지 참여하는 한마음 

행사(체육대회, 음악회 등)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김효선･차운아, 2009) 등이 직장가족주의 성향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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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만 집단주의 가 직무만족･직무몰입･조직몰입에 부정적이

라는 연구결과(박순애･오현주, 2006)를 고려할 때 직장가족주의가 지나치게 집단주의로 흐

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또한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에서 관계문화와 함께 시장문화

의 경우에도 직무만족(이창길, 2007; 김태한･정홍상, 2011)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호정, 2002, 2004; 김근세･이경호, 2005; 임재강･성영태, 2010)를 고려한다면 

조직에서 경쟁과 성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직장가족주의

의 관계문화와 경쟁･성과를 강조하는 시장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서 

단위에서 부서 내의 직장가족주의와 부서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와 보상 방식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 실증연구 결과를 볼 때, 심리적 계약위반을 지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완화시키

는 전략으로는 입사 시 회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과잉 약속을 하지 않는 것, 

불가피하게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

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이 제공해 줄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사회 전체에서 통용되는 인식이나 입사 

후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취업 홍보와 같은 분명한 언어

적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Turnley & Feldman, 1999b: 370), 미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현실적 직무소개(realistic job preview)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Wanous, 1973, 1978). 즉,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나 기타 무형의 장

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채용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

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해

하고 조직에 위해한 행태가 완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Turnley & Feldman, 1999a: 902),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우 인력과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경영평가결과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성과급 지급, 출장비 지출, 휴가 일수, 자녀 학비 지원 등 세부적인 항목까지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계약위반이 야기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행태를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김민수·박지은, 2006), 조직은 구성원의 이해와 관

계된 결정을 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흡하였던 공기업에서의 심리적 계약위반을 대상으로 한 점, 

특히 직장가족주의 성향이라는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성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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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 그리고 군집표집을 통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직의도의 경우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현재의 취업난과 같은 

고용환경의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모든 변수

를 설문 참여자의 자기응답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공통방법분산(common variance 

method)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계약위반

이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직장가족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내집단(in-group) 속성이 어느 정도 ‘눈먼 사랑효과’를 야기하고 내부고발과는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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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Employee 

Intent to Leave and Work Motiva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place Familism

Min-bong You, Hye-seung Hong, and Yoon Park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CV)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place familism on employee intent to leave and work 
motivation noting that restructuring and performance-based reform in public 
enterprises over the past ten years may violate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nine energy and SOC-related public enterprises and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f PCV on employee intent to leave, but no relationship 
with work motivation. In addition, workplace familism mitigates PCV's effect on intent 
to leave, confirming its moderating effect. Based upon the findings and a further 
literature review,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to reduce 
employees' PCV were suggested.

【Keywords: familism, workplace familism,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CV),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