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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척도 타당화의 절차에 따라 직장가족주의 개념의 명확화와 설문문항 개발, 문항 내의 차원

을 분석하고 신뢰성 있는 문항으로 정제한 다음 이들 문항이 직장가족주의 측정모형으로서의

적합도와 구성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사전조사와 본조사 모두 SOC 유형 9개 공기업

을 대상으로 군집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족주의는 8개 문항으로 정제

되었고, 문항 간에 높은 신뢰도(α=.916)를 보였으며,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이해타당도를 모

두 충족시켰다. 표본 전체의 직장가족주의 평균은 4.38로 6점 척도의 중간 값인 3.50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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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족주의 척도를 모든 조직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이외에 정부조직이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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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인식과 연구목적

우리나라처럼 가정이 아닌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족’ 또는 가족 사이에 사용하는 ‘호

칭’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는 듯하다. 식당이나 매장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모, 삼촌, 언니 

등 가족 사이에 쓰는 호칭을 편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도 형이

나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공기업, 일반회사, 대학 할 것 없이 직장

에서 매년 기관장의 신년사 첫 인사말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란 표현은 

이제 진부하다 할 정도로 널리 쓰인다. 직장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인사말에서 뿐만 아니

라 ‘○○가족구매센터’ ‘○○가족체육대회’ ‘○○가족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직원의 복지와 

회사의 행사에도 자주 등장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함축되어 있는 편안함, 친근함, 정 등의 정서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의미 이외에도 조직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 헌신, 책임, 배려 등을 강조하는 의미도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박통희, 2004a, 2004b; 이기동, 2008; 이환, 1999; 최영진, 2005).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초적 집단(primary group) 중 하나(Cooley, 1909)이기 때문에 일

찍부터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었고(Kulp, 1925),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족 가치관 연구라 할 수 있다(최재석, 1964, 1965; 고영

복, 1967; 이해동 외, 1967; 홍승직, 1971; 옥선화, 1975).1) 이후 가족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

회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관점의 가족주의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

로 백완기(1975, 1982), 김해동(1978), 최재석(1983), 강신표(1985)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하며 

권위주의, 집단성, 친소주의 등 가족주의의 부정적 특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전자의 가치

관 연구의 경우 단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후자의 가족주의 문화 연구

의 경우 주로 발견적(heuristic)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가족주의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와 긍정적･기능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1990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옥선화(1986)가 가족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

한 과학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가족주의의 일반적 특성을 충성, 

가부장적 권위, 희생 등에서 효, 집단성, 협력, 평안, 정 등 보다 한국적이고 중립적 내지 긍

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통희, 2004a, 2004b; 이기동, 2008; 조연숙, 

1999; 최영진, 2005).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가족주의 공동체 내지 화합 정신

1)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치나 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 이전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기

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혼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제도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주로 일제 하에서 일본

학자와 조선민속학회 및 진단학회 소속의 한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이황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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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수단으로 가족주의의 긍정적 기능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노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가족주의 문화가 기업

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박희, 1992). 또한 한국의 가족주의가 서양

의 합리주의에 근거한 관리이론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와의 정합성을 고

려한 한국적인 경영관리 노력을 강조하고(정준교, 1990), 가족주의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구

성원의 태도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

편 민간조직에서의 가족주의가 이처럼 하나의 전략적 경영수단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공공

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느끼는 가족주의 문화가 구성원의 유동성이 거의 

없이 정년 때까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가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른 조직행태이론과는 달리 경영학보다 행정학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백완기, 1975, 1982; 김해동, 1978). 

가족주의의 개념은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를 가정이나 사회가 아닌 공공조직이나 사기업의 직장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념은 물론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사(類似)가족

주의(신수진, 1998), 의사(擬似, quasi)가족주의(박통희, 2004a, 2004b), 의제(擬制)가족주의(이

승환, 2004)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의 공통점은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 

특성이 가족 밖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

의 밖’을 보다 분명히 직장(workplace) 내지 조직으로 한정하여 가족주의를 개념화한다는 점

에서 직장가족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 

가족주의를 조직에 적용하여 조직행태변수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가족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 일이다. 옥선화(1986)가 척도개

발을 시도하였지만 “조상의 제사를 4대조(고조부모)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

다.”와 같이 현 상황에서 시대성이 떨어지고 조직을 대상으로 한 척도가 아니었다. 이후 행

정학이나 경영학에서 가족주의를 행태변수로 채택한 실증 연구(박통희, 2004b; 박희, 1992; 

이동원･함인희, 1992; 정준교, 1990)가 있었지만 척도개발 자체가 연구목적은 아니었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척도 타당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은 직장가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로 얻게 될 직장

가족주의 척도는 조직 내에서 개인의 직장가족주의 성향뿐만 아니라, 조직단위에서 적정수

의 표본을 확보하여 통합하면 조직문화로서의 직장가족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또한 직장가족주의와 개인의 근무행태 내지 조직성과와의 영향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행태론의 이론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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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가족주의

가족주의 개념은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학자들마다 가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가치보다 가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의는 서양에서의 가족주의(패

밀리즘, familism)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서양의 가족주의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원리

를 기초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 가족주의는 조상-부부-자손으로 이어지는 종단적･수직적 가

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행동규범이 정의된다는 점, 서양의 가족주의는 가족 내에서 부부 중

심의 이익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인 개인주의 형태를 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는 ‘가

(家)’의 공동체가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이황

직, 2002).2)

<표 1> 가족주의 개념에 대한 국내학자의 정의

연구자 개념 정의

김해동(1978)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유대의 형태이자 개인-가족-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
치사회화의 산물

김태길(1982)
가족에 대한 애착이 주도권을 잡는 생활로서 가족의 번영,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황직(2002)
가족 내의 결속감이 다른 사회 제도의 작동에까지 확대되어 전체 사회 체계의 통
합 규범이 된 상태

이승환(2004)
가족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영역을 마치 가족 관계처럼 
간주하는 것

이승우(2004)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가족구성원보다 중시하는 태도

박통희(2004b)
가족구성원으로서 개개인보다는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 자체의 유지와 성장을 중시
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과 헌신을 중시하는 믿음체계

김철원･윤혜진
(2006)

사회의 근간을 가족으로 보고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손승영(2006)
가족가치가 다른 사회 제도의 작동에까지 확대되어 전체 사회 체계의 통합 규범에
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주의가 가족단위에서만 나타나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

2) 일본의 가족주의와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신수진(1998), 이황직(2002) 참조. 중국, 일본, 서양의 가족관

계에 대한 특성의 연구는 Hsu(1971), Hsu, Marsella, & DeVos(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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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반으로 전이･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의 문화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이황직, 2002). 가족의 단위

는 작게는 또래 집단(학생들 사이에 통용되는 ○○‘패밀리’)에서부터 중소기업(연예 기획사 

‘YG 패밀리’), 대기업(‘삼성 가족’), 그리고 아주 크게는 국‘가(家)’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조직단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차용이 아니

라 한국인의 의식 속에 가족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재석, 1983; 최준식, 

2002). 따라서 그동안 많은 국내학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서양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표 2> 가족주의의 개념적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개념적 구성요소 공통 요소*

김해동(1978) 권위주의

효(7)
집단성(5)
권위주의(5)
공동체(3)
친소의식(3)
정(3)
협력(2)
평안(2)

백완기(1982) 충성심

최재석(1983) 감투지향, 권위주의, 친소의식

조혜정(1985) 정

강신표(1985) 집단성, 권위주의

정준교(1990) 집단성, 정, 보상기대

최재석(1994) 권위주의

신수진(1998) 효

서선희(1998) 효

조연숙(1999) 집단성, 효, 사회문화, 질서유지, 정, 평안

이  환(1999) 공동체, 권위주의, 친소의식

신수진(1999) 효

이득재(2001) 비도덕성

 박통희(2004a) 집단성, 공동체, 협력, 헌신, 평안, 친소의식

최영진(2005) 효, 공동체

김덕균(2005) 효

손승영(2006) 집단성

이기동(2008) 효, 협력

* 괄호 안 숫자는 전체 연구에서 나타난 빈도를 나타내고, 1회 빈도는 생략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
음과 같은 유사 개념을 포함한다.
 - 집단성: 집단정체성, 집합주의, 집단지향성 
 - 권위주의: 위계주의, 가부장중심, 서열의식, 상하서열  
 - 공동체: 생산 공동체, 폐쇄적 공동체주의 
 - 친소의식: 정실주의, 연고주의, 유대감  
 - 정: 인정, 온정 
 - 협력: 협동을 위한 결속, 응집력, 결속력, 상호협력 
 - 평안: 긴장･불안･스트레스 해소, 사회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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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측면으로 이해하여 ‘한국적’ 가족주의를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대표적으로 행정의 권위주의(김해동, 1978), 가

족이기주의 및 집단 간 경쟁 강화(손승영, 2006), 가족집단적 이기주의(조혜정, 1985), 직장내 

가부장적 권위주의(이동원･함인희, 1992), 신뢰(박통희, 2004b), 경제성장(유석춘 외, 2005) 등

의 현상을 가족주의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가족주의 개념에 나타난 특성을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주의 연구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효와 집단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가족주의의 구성요

소로 자주 등장하던 권위주의와 정은 2000년 이후의 논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면, 평안･협
력･공동체의 단어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 직장가족주의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구성원의 가치체계와 행동양식 그리고 관계양식이 사회 구성단위

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가족주의를 학자에 따라 의제가족주의(이승환, 2004), 유사가족주의

(신수진, 1998), 의사가족주의(박통희, 2004a), 또는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가족주의(이황직, 

2002)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 전체나 모든 사회구성 단위에 적용되는 

가족주의가 아니라 공공조직과 사조직에 한정하여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 표현인 직장가족주의로 명명하였다. 즉, 직장가족주의는 직장을 가

정의 확장된 장소로 보고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속성이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나타

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주의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유사, 의사, 의제라는 용어를 

접두어로 넣어 가족주의를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주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직장이라는 영역

으로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 특성으로 개념화하도록 한다.

직장은 적어도 주 5일간 출근해서 퇴근까지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시간과 공

간 측면에서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정부나 공기업 등의 공공조직은 

사기업에 비해 한 직장에서 20년 내외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많고 이들 간에는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가족주의가 공공조직에서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직장가족주의 특성은 가족주의와 대응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가족이

라는 전체와 구성원 개인과의 관계를 보면 구성원의 충성, 헌신, 공동체, 집단성, 소속감 등

이 가족주의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3) 가족 구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부모-자녀의 수직관

3) 직장가족주의가 조직에 대한 충성, 헌신, 집단성, 소속감 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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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직장에서는 보다 다층 구조의 상사-부하의 서열구조로 나타나고, 부모의 자녀 성장･교
육･생활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자녀의 부모 존경 구조가 직장에서는 경영진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구조적 측면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부

상조, 헌신, 평안과 같은 정신적･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한 특성인데 이 역시 조직에서 중요

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가족주의와 직장가족주의가 이렇게 대응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직장은 자연발생적인 가

족과 달리 구성원의 선택과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고, 이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장가족주의 설문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척도개발 및 가족주의 척도

1) 척도개발의 의의와 과정

측정은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의 근원적인 활동이다(DeVellis, 2012). 일부 연구자

는 연구주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이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측정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당한 척도를 가지고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타당한 

연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Ibid., p. 15). 특히 가족주의와 같이 추상성이 높고 응답자 

내면의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 개념의 측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기관의 업적 또

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척도의 타당화 작

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학자들이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화 과정

에 대한 제안을 하였는데(Churchill, 1979; DeVellis, 2012; Spector, 1992; Benson, 1998; 

Hinkin, 1998; Blankson, 2008), 이 연구는 Nunnally(1978), Benson(1998), Blankson(2008)의 제

안을 토대로 타당화 과정을 개념의 명확화와 설문문항 개발 단계, 문항 내의 차원을 분석하

고 신뢰성 있는 문항으로 정제하는 단계, 측정모형으로서의 적합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

는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몰입(특히 정서적 몰입), 집단응집성, 조직일체감 등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직장가족주의의 개념적 차별성은 ‘가족’이라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문화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장가족주의에서 말하는 구성원과 조직 또는 구성원과 구성원의 정서적 관계는 

‘가족’의 가장(家長)이나 형제자매 간에 형성되는 운명공동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조직문화로서 

직원에게 내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문의 모

든 문항에 ‘가족’ ‘형제자매’ ‘맏형’ 등의 단어를 포함시켰다. 한편 조직몰입, 집단응집성, 조직일체감

도 구성원과 조직 또는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위와 같은 정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

은 구성원과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 관계로 형성되고(Restubog & Bordia, 2006) 문화

가 아니라 개인의 태도 요소이기 때문에 직장가족주의와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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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념화 및 문항개발 단계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확한 범위(domain)를 확

정하는 개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족주의를 개념화하고자 할 때 그것은 

가족 안에서 구성원이 가지는 가치나 행동양식으로서의 가족주의와는 분명히 다르게 정의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측정문항을 개발할 때 개념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화 다음에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

적인 문항을 개발한다. 기존의 유사 척도에 포함된 설문문항뿐만 아니라 bottom-up식으로 

연구대상의 응답자에게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한다. 이렇게 모아진 문항

은 연구자 및 전문가 검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비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의미가 중복되

는 문항은 통합하고 개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항은 삭제하여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문항

을 선정한 다음 사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한다.4)

두 번째 단계는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거하여 정

제하는 과정이다. 1단계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확보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설문문항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 문항의 차원이 어떠한 하위개념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문항의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문항-총점 상관관계

(item-total correlation)를 계산하고, 문항들 간의 요인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

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 차원의 크론바하 α값을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는 문항의 외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문항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구성하

는지에 대한 외적 일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Gerbing & Anderson, 1988), 이 때 확인적 요

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게 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치와 함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치를 

제공한다. 이 때 탐색적 요인분석과 동일한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면 모형적합도와 

구성타당도가 과장되기 때문에 척도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Hinkin, 1998). 특히 개발 중인 척도와 기존 척도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구성타

당도의 또 다른 차원인 이해 타당도(nomological validity)까지 검증이 될 때 타당한 척도로서

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척도는 실제 많지 않지만 조직 연

구에 포함된 가족주의 척도는 두 번째 단계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문항 간의 내적일

관성을 확인하고 일부 문항을 정제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 사전에 개념화가 이루어졌더라도 문항개발과정에서 내용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개념 정의를 보다 정교

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가족주의 개념화와 척도개발 연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383

2) 가족주의 척도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족에 관한 가치관을 묻는 설문조사는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나, 가족주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1980년대 옥선화(1986, 1989) 연구에서 처음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1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의 일부 계층만을 표집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내용타당성이 결여된 문항이 많다. 이동원･함인희(1992)는 ‘전형적인 가족주의 요소’가 무엇

인지에 대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관과 행동양식 두 차원으

로 가족주의를 구분한 다음 가족 차원의 가족주의 특성 21개 문항과 조직 차원의 특성 24

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전통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수진(1998)은 옥선화(1989), 이동원･함인희(1992)의 연구를 포함한 이전의 연구에 포함

된 설문문항 중에서 규범적으로 ‘윤리적 선’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 생활에

서 반영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초기 문항을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0개 문항을 최

종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진일보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박통희(2004a, 

2004b)는 가족주의를 정서적 가족주의, 도구적 가족주의, 의사가족주의로 나누고 기존 문헌

검토와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박통

희, 2004a) 최종적으로 13개 문항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박통희, 2004b). 정재영(2003)은 

가족주의를 가족우선성, 혈족중심성, 부모공경, 친족부조의 네 하위 구성요소로 나눈 다음 

옥선화(1989) 등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21개 문항을 개발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α=.727)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12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들 세 연구는 요인

분석을 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는 검증하였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의 구

성타당성은 검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가족주의 측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의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가족주의를 조직론 연구에 접목시킨 직장가족주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이론

화하기 위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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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가족주의 척도의 타당화 

1. 개념의 구체화 및 문항개발

직장가족주의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 개인이 가족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유하는 직장에서의 가족주의 성향으로 이해한다. 직장가족주의는 한편으로는 가족

주의의 특성이 직장으로 전이된 측면이 강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유

하게 형성된 가족주의 특성이 결합되어 가족주의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일 것이다.

직장가족주의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앞의 <표 2>에 정리한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과 기존 연구에서의 가족주의 설문문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족주의를 한

국문화의 시각에서 저술한 서적(강준만, 2006; 김영평･정인화, 2004; 이규태, 1983; 임태섭, 

1995; 최준식, 2002; 미찌가미, 1999; 홍일식, 1996; 황상민, 2011)의 내용분석을 통해 가족주의

뿐만 아니라 직장가족주의에 해당하는 표현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가족 단위에

서의 가족주의를 나타내는 문장 68개, 사회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문장 표현 58개, 그리고 

직장 단위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 표현 16개를 확인하였다. 이중 직장에서 강조한 가족주의 

특성으로는 구성원 간의 친근성과 배려,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가족과 회사의 동일시(가정과 직

장의 모호한 경계), 개인의 가치보다 조직의 이해를 우선시, 내집단 의식 등이 있었다. 

번호 설 문 문 항 차원

A1 직장 동료가 가족처럼 느껴진다 정서

A2 사적인 자리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 형‧언니, 동생 하는 것이 편하다 정서

A3 직장 동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자매의 일처럼 돕는 편이다 행동

A4 조직 구성원들의 경조사를 가족의 일처럼 돕는 편이다 행동

A5 직장 동료에게 좋은 일(승진, 결혼 등)이 생겼을 때 가족의 경사처럼 기쁘다 정서

A6
우리 팀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을 때, 가족처럼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앞장
서서 일한다

행동

A7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새 식구가 들어온 것처럼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 행동

A8 입사 후 오랜 기간 근무 해 온 상사에게 맏형 같은 든든함을 느낀다 정서

A9 외부에서 온 CEO보다 내부에서 승진한 임원에게 가족 같은 믿음이 간다 정서

A10 직장 동료가 외부에 과실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가족처럼 우선 감싸게 된다 행동

A11 직장 동료들에게서 가족 같은 정서적 편안함을 느낀다 정서

<표 3> 최초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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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존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표 3>과 같이 직장가족주의의 중요한 특성

으로 동일시, 협력, 헌신, 배려, 내집단 중시, 평안을 포함시켰고 이들 특성이 가족주의로부

터 전이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에 ‘가족’ ‘형제자매’ ‘식구’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11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한 개의 특성과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특성이 복

합적으로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11개 문항을 통해 앞의 다양한 특성이 통합적으로 반영되도

록 하였다. 다만 직장가족주의의 정서 차원과 행동 차원은 서술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문항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5) 

2. 문항정제: 사전조사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직장가족주의 척도를 공공조직과 사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과 이윤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내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SOC사업을 하는 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영평가에서 SOC 공기업군으로 분류된 기업은 10개이나 이 중

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8개 기관의 본사 팀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군집분석의 원리에 따라 표본틀을 만들고 무작위로 27개 팀을 선정하였다.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304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273부가 회수되었으며 기술통계 분석

에는 271부를 사용하였다. 

2) 문항-총점 상관 및 요인분석

개별 문항과 다른 10개 문항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당 문항이 직장가족주의를 측

정하는데 다른 문항과 동질성을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상관계수가 모두 기준치인 .3 이상으

로(Churchill, 1979) 직장가족주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다음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문항이 하위 구성개념으로 묶이는지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6)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11개 문항은 1개의 잠재요인에 요인적재값은 .603에서 .851의 범위였으며 측

정문항의 전체 분산 중 59.71%를 설명함으로써 모든 문항이 직장가족주의를 측정하기에 양

호한 결과를 얻었다. 크론바하 α 신뢰도 역시 .927로 새로운 문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매우 높은 값이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성향이 한 조직이나 사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족주의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KMO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통해 요인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기준치(<표 4> 하
단)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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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기술통계

문항-총점 
상관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평균값 표준편차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

누적분산
(%)

크론바하 
 α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4.10
3.90
4.29
4.35
4.52
4.39
4.61
4.38
4.34
4.42
4.22

1.19
1.30
 .97
 .96
 .94
 .95
 .90
1.15
1.18
 .93
1.10

.773

.538

.798

.776

.772

.719

.645

.755

.597

.662

.806

.824

.603

.845

.828

.827

.780

.713

.807

.663

.714

.851

6.57 59.71 59.71 .927

- KMO 측도: .938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χ2=1927.344(df=55), p<.000.

<표 4> 기술통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71)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높은 요인적재량과 신뢰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측정모형으로서의 적

합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본으로 

사전조사 성격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7) 분석결과 <표 5>에서와 같이 11개 문항

이 1개의 잠재요인인 직장가족주의에 의해 설명되는 측정모형을 기본모형(모형1)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다른 지수는 양호했지만 절대 적합도 

RMSEA값이 .105로 수용 가능한 .08보다 높았다.8) 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귀계수가 낮

아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9)값이 .313인 문항2를 삭제한 모형2에서도 만족할만한 

RMSEA값이 나오지 않았다. 문항2는 SOC 공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가족에게 

사용하는 사적인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가장 낮은 평균값 3.90)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이질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모형개선을 위하여 수정지수를 검토

한 결과 오차항간에 공분산값이 가장 높고 다수의 문항과 공분산이 확인된 문항3을 1차적

7)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마치고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당화 과정이다(Hinkin, 1998).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이 잘 묶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표본에서 모

형 적합도가 높게 나오지 않아 추가적인 문항 삭제를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게 된다. 따라서 문항정

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조사 자료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동일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적합도 개선에 필요한 문항정제 작업을 하였다.  

8) RMSEA 적합도 판단은 일반적으로 .05 이하를 양호한(‘close’ 또는 ‘very good’) 수준으로, .08 이하를 

수용 가능한(‘reasonable’ 또는 ‘mediocre’) 수준으로 본다(Steiger, 1989; 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et al., 1996).

9) 회귀계수의 제곱으로 R2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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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삭제하고(모형3), 추가로 문항10을 삭제한 8개 문항의 측정모형(모형4)에서 비로소 만

족할만한 RMSEA값을 얻을 수 있었다. 문항3은 문항4와 ‘어려운 일’과 ‘경조사’의 차이로서 

의미의 중복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문항10은 다른 다수의 문항과 의미가 겹쳤던 것으로 보

인다. 적합도 지수는 RMSEA를 포함하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10) 8문항으로 구

성된 측정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정하고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  형

절대 적합도 증분 적합도 간명 적합도

χ2 df
 χ2/df
(p값)

RMSEA PCLOSE NFI
TLI

(NNFI)
IFI CFI PNFI PCFI

모형1
(기본)
11문항

175.367 44
3.986
(.000)

.105 .000 .911 .914 .931 .931 .728 .745

모형2
10문항

156.116 35
4.460
(.000)

.113 .000 .915 .914 .933 .933 .712 .726

모형3
9문항

94.964 27
3.517
(.000)

.097 .000 .937 .939 .954 .950 .703 .715

모형4
(최적)
8문항

50.259 20
2.513
(.000)

.075 .054 .962 .967 .977 .977 .687 .698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n=271)

3. 측정모형 및 타당도 검증: 본조사

1) 자료수집 및 신뢰도

본조사는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군집표집방법으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였

다. 본조사에서는 9개의 SOC유형 공기업의 본사 551개 팀 중에서 43개 팀을 무작위로 선정

하여 431부를 배포하였고 409부가 회수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

지였으며 팀장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기술통계에는 409부를 사용

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측정문항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395부를 

사용하였다.

10) 다만 절대 적합도와 증분 적합도의 개선과 달리 간명도 지수는 앞의 모형에 비해 문항을 삭제하면

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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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조 사 본 조 사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24 82.7

성별
남성 349 85.3

여성 46 17.0 여성 58 14.3

연령

20대 16 5.9

연령

20대 21 5.1

30대 135 49.8 30대 174 42.5

40대 105 38.7 40대 183 45.1

50대 이상 14 5.2 50대 이상 28 6.9

직종

행정직 149 55.0

직종

행정직 162 39.6

기술직 113 41.7 기술직 227 55.5

별정직 5 1.8 별정직 8 2.0

기 타 3 1.1 기 타 10 2.4

직급 

1급 1 0.4

직급

1급 5 1.2

2급 21 7.7 2급 35 8.5

3급 75 27.7 3급 141 34.4

4급 114 42.1 4급 142 34.7

5급 32 11.8 5급 48 11.7

6급 13 4.8 6급 15 3.7

7급 4 1.5 7급 3 0.7

전  체(n)* 271 전  체(n) 409
* 전체 응답자수와 특성별 응답자수 합계의 차이는 결측치임.

<표 6> 응답자 특성

사전조사와 본조사의 표본이 같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한 달 차이를 두어 수집된 것이

기 때문에 비록 응답자가 다르더라도 문항에 대한 응답의 안정성(stability)이 있어야 표본의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본조사의 문항이 동일한 8

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표 7>과 같이 6점 척도의 응답에 대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있고(R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이 때 각 문항의 평균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유의도 

α=.01에서 기각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평균값 차이 검정보다 엄격한 χ2검정에서도 사전

조사와 본조사의 6점 척도 응답자 분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로써 본조사의 표본은 사전조사의 것과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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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평균값 비교 및 신뢰도

문항*
자료
수집

응답
자수
(n)**

평균
값

표준
편차

표준
오차

 Revene
등분산 검정

등분산 가정됨

F p 평균차 t p(양쪽)

WF1
(A1)

1차 271 4.10 1.190 .072
 .754 .385 .044 .491 .6232차 409 4.14 1.104 .055

WF2
(A11)

1차 271 4.22 1.095 .066
 .165 .685 -.155 -1.770 .0772차 409 4.07 1.130 .056

WF3
(A4)

1차 271 4.35  .960 .058
1.982 .160 .021 .266 .7902차 407 4.37 1.024 .051

WF4
(A6)

1차 271 4.39  .954 .058
3.341 .063 -.042 -.521 .6022차 407 4.35 1.064 .053

WF5
(A5)

1차 271 4.52  .941 .057
 .517 .472 .088 1.239 .2162차 409 4.61  .885 .044

WF6
(A7)

1차 271 4.61  .903 .055
 .015 .903 .076 1.067 .2862차 409 4.68  .906 .045

WF7
(A8)

1차 269 4.38 1.154 .070
 .381 .537 .005 .058 .9542차 409 4.38 1.076 .053

WF8
(A9)

1차 269 4.34 1.175 .071
 .000 .995 .090 .969 .3332차 409 4.43 1.184 .059

*  괄호안의 번호는 사전조사 때의 문항임.
** 분석에 사용된 1차 및 2차 표본의 수는 각각 271개와 409개이며 이보다 작은 수치는 결측치 때문임. 

2) 모형 적합도

8개 측정문항에 대한 직장가족주의의 계수값은 .585-.832(p<.000)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표 8>에서 보듯이 RMSEA를 포함한 모형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모형1). 계수값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

문에 수정계수를 통해 오차항 간의 공분산이 적합도 지수를 낮추는 주요인임을 확인하고 1

차적으로 오차항 1과 2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모형2). 다음으로 오차항 7과 8에 공분산을 

설정한 결과(모형3)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최적모형은 이전 모형과 비

교하여 간명 적합도가 약간 떨어졌지만 절대 적합도와 증분 적합도에서 충분한 지수의 개

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확인한 최종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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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절대 적합도 증분 적합도 간명 적합도

χ2 df
 χ2/df
(p값)

RMSEA PCLOSE NFI
TLI

(NNFI)
IFI CFI PNFI PCFI

모형1
(기본)

299.281 20
14.964
(.000)

.185 .000 .865 .822 .873 .873 .618 .623

모형2 94.232 19
4.960
(.000)

.099 .000 .958 .950 .966 .966 .650 .655

모형3
(최적)

61.492 18
3.416
(.000)

.077 .017 .972 .969 .980 .980 .625 .630

<표 8> 측정모형 적합도 (n=395)

<그림 1> 직장가족주의 측정모형(수치는 표준화 계수)

3) 타당도 검증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개 문항이 모두 단일 잠재요인인 직장가족

주의로 묶였기 때문에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이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조사에서

는 직장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주의경영과 직장가족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직의도를 설문에 포함시켰다. 가족주의경영과 이직의도의 설문문항 각각 5개 및 4개 

문항을 사전조사 설문에 함께 포함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가족주의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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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1개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낮아 생략하고 4개 문항을 본조사에 포함시켰다.11) 

3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측정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RMSEA=.058, NFI=.956, TLI=.969, IFI=.974, CFI=.974 등 모든 모형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시켰다.12) 각 잠재변수의 측정문항에 대한 계수값(표준화 적재량)도 직장가족주의는 

.590-.813, 가족주의경영은 .859-.952, 이직의도는 .625-.824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모형의 통계치를 가지고 직장가족주의의 수렴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 모두 동일한 차원인지 확

인하는 신뢰도로서 표준화 적재량(항목신뢰도), 평균분산추출(AVE), 합성신뢰도(CR) 등을 통

해 분석한다. 표준화 적재량은 .5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Fornell & Larcker, 

1981) <표 9>에서와 같이 모두 기준치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AVE와 CR도 허용기준인 

.5와 .7(Hair et al., 2009)을 각각 충족시킴으로써 직장가족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8개 문항의 

수렴타당도를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수렴타당도 기준치는 가족주의경영, 이직의도의 경우에

도 충족시키고 있다.

판별타당도는 변수 간의 AVE 평균값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AVE는 잠재요인이 개별 측정문항의 변량을 설명하는 

비율을 측정문항 전체에 대하여 평균값(항목신뢰도의 평균)을 구한 것으로 직장가족주의의 

경우 57.8%이고, 가족주의경영과 이직의도는 각각 84.9%, 54.7%이다. 판별타당도는 두 변수 

간의 AVE 평균값을 이들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공유변량, shared variance)13)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AVE 평균값이 더 크다는 것은 측정문항이 해당 변수에 대한 설명의 정도가 다른 

11) 가족주의경영 설문은 개념으로부터 연구자들이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직의도는 기존 연구(Farrell, 
1983; Rusbult et al., 1988; Singh, Verbeke, & Rhoads, 1996; Suazo, 2009)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가족주의경영은 성과주의경영이나 고객지향경영처럼 조직관리에서 가족주의 정신과 행동을 지향하

고 강화시키는 경영 스타일로 이해한다. 이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족친화경

영이나 가족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가족경영과 구분한다. 분석에 포함된 가족주의경영과 

이직의도의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 가족주의경영(familism-based management): ①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경영진은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가장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있

다, ③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회사를 가족같이 느끼도록 경영한다, ④ 경영진은 구성원들을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고 복지에 신경 쓴다.
- 이직의도(intention to leave):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② 지금보다 근무조건

이 더 악화되면 이직을 고려할 것이다, ③ 나에게 명예퇴직이 허용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볼 것이

다, ④ 이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마음은 지금의 직장을 떠나 있다.

12) 측정모형은 직장가족주의의 경우 앞의 측정모형에서 제안한 오차항 1과 2, 7과 8 사이에 공분산 관

계를 설정하였고, 가족주의경영의 경우 3과 4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13)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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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는 의미로서 판별타당도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표 10>을 

통해서 직장가족주의는 가족주의경영이나 이직의도와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 → 
측정 
문항

표준화
적재량, 

λ1i

항목
신뢰도, 

λ2**

오차(δ)
=1-λ2

평균분산
추출, AVE***

합성
신뢰도
CR****

직장
가족주의

→ WF1  0.748* 0.560 0.440

.578 .763

→ WF2 0.768* 0.599 0.410

→ WF3 0.787* 0.619 0.381

→ WF4 0.780* 0.608 0.392

→ WF5 0.813* 0.661 0.339

→ WF6 0.772* 0.596 0.404

→ WF7 0.799* 0.638 0.362

→ WF8 0.590* 0.348 0.652

가족주의
경영

→ MF1 0.938* 0.880 0.120

.849 .974
→ MF2  0.952* 0.906 0.094

→ MF3 0.935* 0.874 0.126

→ MF4 0.859* 0.738 0.262

이직의도

→ IL1 0.779* 0.511 0.489

.547 .725
→ IL2 0.824* 0.391 0.609

→ IL3 0.625* 0.679 0.321

→ IL4 0.715* 0.607 0.393

* p<.001
**  표준화 적재량의 제곱값이며, 잠재변수의 변량이 측정 문항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이다.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 (Σλ2)/n. 
**** CR: Composite Reliability = (Σλ)2/{(Σλ)2+(Σ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라고도 한다.  

<표 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395)

구  분 직장가족주의 가족주의경영 이직의도

직장가족주의 1.000 .684* -.560*

가족주의경영
.468
(.714)

1.000 -.507*

이직의도
.314
(.563)

.257
(.698)

1.000

* p<.001
** 역대각선 상단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이고, 하단은 상관관계 계수의 제곱과 평균분산추출값
   (괄호안)이다.

<표 10> 요인 간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추출 (n=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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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도를 통해서 직장가족주의가 측정문항 내의 내적 수렴타당도뿐만 아니라 다른 변

수와의 관계를 통한 외적 타당도(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는 기존 이론을 새로 개발한 척도로 재확인함으로써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외적타당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사한 개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질적

인 개념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trait- 

Multimethod Matrix, MTMM)이 있고(Campbell & Fiske, 1959), 집단 간에 연구 대상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간의 실제 측정한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이 있다(Benson, 1998). 이 연구에서는 직장가족주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주의

경영과 이직의도 사이에 각각 정(+)과 부(-)의 상관관계(<표 10> 상관계수 참고)를 보여주었

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장가족주의와 나이 및 근무연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 직장에

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직장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장가족주의 특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근무연수의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나이의 영향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4) 

우선 근무연수의 직장가족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

다. 1단계에서 직장가족주의와 상관관계성이 확인된 가족주의경영을 포함시켰고(모형 1), 2단

계에서 근무연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표 11>과 같이 

직장가족주의는 가족주의경영에 의해 40% 이상이 설명되고, 근무연수에 의해 4.1%가 추가적

으로 설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변화량은 α=.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Durbin- 

Watson 검정에서도 2.0에 근사한 1.9로서 오차항 간의 독립성을 충족시켜 모형 2의 회귀식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무연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베타(β)는 .207(t=5.325, p=.000)로

서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직장가족주의의 성향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대별 집단 간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직장

가족주의 평균값이 높고, Tukey HSD에 의한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20-30대와 40-50대는 α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근무연수와 나이가 직장가

족주의 성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직장가족주의의 이

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4) 설문지에서 근무연수는 입사연도를 직접 기입토록 하였기 때문에 연속변수이고, 나이는 10살 단위

로 체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범주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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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표준오차 β t값(유의확률) 표준오차 β t값(유의확률)
상수 .114 - 22.994(.000) .116 - 20.850(.000)

가족주의경영 .028 .645 16.297(.000) .028 .610 15.711(.000)
근무연수 .004 .207  5.325(.000)

통계량
(n=374

결측, 35)

R2=.417, 수정된 R2=.415
F=265.583(.000)

R2=.458, 수정된 R2=.455 
F=156.783(.000)

R2 변화량=.041(p<.000) 
Durbin-Watson=1.904

<표 11> 직장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연령(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

직장가족주의
(n=404
결측, 5)

20대(21) 4.077 .734

9.735
(.000)

Tukey HSD:
 20대=30대
≠40대=50대

(α=.01)

30대(173) 4.171 .798
40대(182) 4.562 .831
50대(28) 4.732 .754
 전 체 4.381 .832

<표 12> 집단 간 직장가족주의 평균값 차이 분석 결과

4. 논의

1) 척도개발

직장가족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8개의 문항으

로 압축되었다. 이들은 단일 차원을 구성하였고 크론바하 α=.916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문항 1과 2 그리고 문항 7과 8의 오차항 간에 공분산을 설정한 상태에서 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또한 가족주의경영과 이직의도의 두 변수와의 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근무연수 및 연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8개의 측정문항은 정서 차원 5개 문항과 행동 차원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상

으로는 동일시, 협력, 헌신, 배려, 내집단 중시, 평안 등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각 문항에 반

영되었다. 문항 정제 과정에서 설명력이 미약하고 다른 문항과 의미가 중복되는 세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 강조한 가부장적 권위, 충성, 희생 또는 가족 전체의 가

치 우선시 경향은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그 특성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어(<표 2> 참

고) 초기 문항개발 단계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8개 문항을 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7개 문

항이 상사, 동료, 신입사원 등 개인 대 개인의 상호협력과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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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 대 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업무수행에 관한 것이다. 초기 문항개발 단계에서 문항

의 배분은 정서 차원과 행동 차원만을 고려하였는데 향후 척도 개발에서는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개인 대 조직 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 간의 균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기업의 직장가족주의 

직장가족주의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직장 동료들에게서 가족 같은 정

서적 편안함을 느낀다(4.07)’와 ‘직장 동료가 가족처럼 느껴진다(4.14)’가 가장 낮은 두 문항

이고, ‘직장 동료에게 좋은 일(승진, 결혼 등)이 생겼을 때 가족의 경사처럼 기쁘다(4.61)’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새 식구가 들어온 것처럼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4.68)’가 가장 높은 

두 문항이다(<표 13>). 이러한 특성은 모든 공기업에 걸쳐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데 평균값이 낮은 두 문항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과, 평

균값이 높은 후자의 두 문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회사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
직장

가족주의 
개별 문항 평균(표준편차) 이직

의도
표본수

WF1 WF2 WF3 WF4 WF5 WF6 WF7 WF8

1
3.64
(.94)

3.38
(1.20)

3.15
(1.22)

3.85
(.97)

3.58
(1.45)

4.08
(1.06)

4.08
(.89)

3.27
(1.43)

3.73
(1.40)

3.66 26

2
3.94
(.72)

3.78
(1.02)

3.67
(1.02)

3.93
(.86)

3.95
(.94)

4.16
(.67)

4.07
(.96)

3.93
(.92)

3.93
(.99)

2.98 44

3
4.03
(.52)

3.77
(.92)

3.94
(.81)

4.03
(.85)

3.94
(.77)

4.29
(.69)

4.48
(.68)

4.03
(.80)

3.65
(1.08)

3.39 30

4
4.20
(.71)

4.09
(.94)

3.88
(1.03)

4.14
(1.00)

4.05
(1.00)

4.55
(.80)

4.64
(.81)

4.14
(.95)

4.14
(1.15)

2.91 58

5
4.39
(.69)

4.08
(1.06)

3.88
(.99)

4.23
(.91)

4.46
(.76)

4.58
(.76)

4.85
(.68)

4.50
(1.11)

4.58
(1.03)

2.49 26

6
4.54
(.85)

4.19
(1.19)

4.17
(1.12)

4.52
(.99)

4.53
(.96)

4.73
(.96)

4.76
(.88)

4.68
(.99)

4.69
(1.17)

2.23 75

7
4.63
(.79)

4.38
(.92)

4.26
(1.02)

4.56
(1.08)

4.65
(.98)

4.85
(.86)

4.94
(.85)

4.71
(1.12)

4.71
(1.03)

2.55 34

8
4.66
(.80)

4.39
(1.06)

4.45
(1.08)

4.66
(1.01)

4.50
(1.22)

4.84
(.87)

4.91
(.92)

4.64
(.94)

4.89
(1.16)

2.32 56

9
4.80
(.76)

4.59
(1.14)

4.50
(1.25)

4.83
(1.05)

4.90
(.85)

4.90
(.85)

5.03
(.86)

4.78
(.94)

4.84
(.99)

2.00 58

합계
4.38
(.83)

4.14
(1.10)

4.07
(1.13)

4.37
(1.02)

4.35
(1.06)

4.61
(.89)

4.68
(.91)

4.38
(1.08)

4.43
(1.18)

2.61
407

결측, 2

<표 13> 기관별 직장가족주의 평균값(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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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전체의 직장가족주의 평균은 4.38로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0보다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9개 공기업의 기관별 평균을 보면 3.64에서 4.80까지 편차가 큼을 알 수 있

다. 중요한 관리적 함의는 개인차원에서 직장가족주의와 이직의도가 부(-)의 상관관계가 있

고(<표 10>), 기관 차원에서도 직장가족주의 평균값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표 13>).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리더십(임서영 외, 2010; Wells & Peachey, 2011), 

직무만족(이환범･이수창, 2006;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Cohen, 1991), 고용

환경(Judy, Martin, & McGoldrick, 2003), 심리적 계약위반(황영호, 2006; Turnley & Feldman, 

1999), 개인의 기질적 성향(배성현･정기준, 2007; Chiu & Francesco, 2003)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직장가족주의 인과적 영향을 직접 논할 수는 없지만, 두 변수 간의 상관계

수가 높고 직장가족주의 특성이 이직의도에 선행하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장가족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Ⅳ. 결 론

한국인에게는 가족주의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고(최재석, 1964, 1965; 홍승직, 

1971; 옥선화, 1975; 조혜정, 1985)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박통희, 2004a; 신수진, 1998; 이승환, 2004; 이황직, 

2002)를 토대로, 이 연구는 직장에서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에서 가지는 가족주의 성향을 직장가족주의로 명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조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발굴과 척도개발이라는 점에서 학

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는 외국이나 국내 인접학문에서 개발한 개념이나 

척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 행정현상을 나타내는 개념화와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노력은 미약하였다. 행정학계에서 한국화를 주장하는 성찰적 비판은 오랫동안 제

기되어 왔지만(이종범, 1977, 2005; 백완기, 1982; 박흥식, 2005; 안병영, 2005; 박종민･정무권

(편), 2009),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하였던데 비해(박통희, 2010), 이 연구는 보다 

실천적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가 될 것이다.

관리적 차원에서 보면 직장가족주의 평균값은 보통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는데 9개 공기

업 간에는 최저값이 3.64에서부터 최고값 4.80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

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직장가족주의와 이직의도 간에는 높은 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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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고용환경이 

좋지 않고 노동유동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이직의도와 

직무몰입 또는 근무동기 등의 조직행태 변수와 부(-)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가 많기 때문

에(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Cohen, 1991, Meyer & Allen, 1991, 1997) 직장가

족주의와 이들 행태변수와의 관계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주제의 현실적합성뿐만 아니라 척도개발에 필요한 엄격한 타당화 과정

을 거쳤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우선 사전조사에서부터 확률표집을 통해 27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본조사에서는 4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조사와 본조사 표본 간에 안정성(stability) 차원의 신뢰도와 직장가족주의 8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차원의 신뢰도가 높게(크론바하 α=.916) 나왔다. 본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뿐만 아니라, 수렴타당도･판별타당도･이해타당도 차원

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와 연구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장가족주의가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을 연구할 때 단순성은 확보하였지만 직장가족주의를 구성하는 개념을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직장가족주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보다, 정서와 행동 차원으로만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주의 특성은 

1개 문항만 포함되었는데, ‘구성원-조직’과 ‘구성원-구성원’ 관계 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차원을 구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공기업에 한정

하여 확보한 표본을 가지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정부조직과 사조직에 척도

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직장가족주의를 조직몰입, 집단응집성, 

조직일체감 등의 조직행태 구성개념과 개념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지만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개념화 작업과 조직문화 내지 가족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척도의 타당성을 보완하면서 직장가족주의가 설명할 수 있는 개인행태 및 조직성과 

변수와의 관계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직장가족주가 갖는 관리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즉, 직장가족주의 연구는 행정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인 리더십, 커뮤니

케이션, 내부고발, 갈등관리, 동기부여 등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실한 설명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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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Workplace Familism 

and Development of Scale

Min-bong You, Yoon Park & Hyung-in Shim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workplace familism and develop a scale for it 
in the Korean organizational setting. Based on previous studies claiming that Koreans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ism at home and show them in everyday social 
life as well, this study extended them to the workplace and named this cultural 
phenomenon workplace familism. A measurement scale of workplace familism was 
developed following the validation process of scale development: item generation, item 
purification, and validity test. Data collected from public enterprises with cluster 
sampling were used to obtain a valid empirically-proven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an eight-item workplace familism scale. The Cronbach α coefficient 
was .916, showing strong internal consistency among the items, and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nomological validity were also satisfied.

【Key Words: familism, workplace familism, scal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