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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 평가준거 개발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김 창 희

이 연구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을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각 평가

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목표는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둘째, 긍정적 탐

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셋째,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

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에 의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긍정적 탐구 관련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의 

초안을 구안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 및 적

용하였고, 이를 통해 총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27개의 평가지표로 구

성된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하였다. 다만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은 학계에 이미 

정립되고 통용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AI 4-D Cycle’과 Kim과 Lee(2013)의 AI의 

9가지 효과성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구안하여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타당

성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구안된 평가지표들은 9가지 평가항목 하위에 존재하게 되며, 이

는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들이 긍정적 탐구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 9가지

의 평가항목들을 올바르게 실천해주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 탐구 활동 실천 가이드라인이

자, 점검 지표들이 되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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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 전문가 6명과 산업계 전문가 6명, 모두 

12명의 긍정적 탐구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 일치

도를 보인 지표들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한편,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의 내용들을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4단계인 AI의 

4-D Cycle, 즉, ‘1. Discovery(발견하기)’, ‘2. Dream(꿈꾸기)’, ‘3. Design(디자인하

기)’,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를 4가지의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그 하위

에 모두 9가지의 평가항목들과 총 23개의 평가지표들로 구성하게 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긍정적 탐구 활동

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4

개의 각 평가영역별로 계층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에 대해 델

파이 패널인 전문가 집단별(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로 인식하는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첫 단계인 ‘1. Discovery(발견하기)’를 제외한 모든 평

가영역에서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최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일치함을 

나타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긍정적 탐구 기법이 조직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조직개발의 효과성

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 수준에서 필요한 평가지표를 넘어선, 긍정

적 탐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평가지표

를 개발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참여 이후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조직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라 긍정적 탐구 

기법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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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탐구 활동이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었던 다양한 장면속의 Best Practice 사

례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긍정적 탐구가 조직 현장에 적용되어 소기의 조직개발 성

과를 달성한 사례들을 국내․외 장면에서 발견하고 제시해 줌으로써, 향후 조직에 긍정적 

탐구 도입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과 당위성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 긍정적 탐구, AI 4-D Cycle, 평가준거, 델파이, 계층화분석법(AHP)

 학  번 : 2011-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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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영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이찬 외, 2012).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영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그들이 직면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타파하고자 조직이 가진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혁신, 또는 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변화를 위해 전통적으로 실시해왔던 문제해결 방법은 ‘우리 조직에 무엇

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등과 같이 조직 또

는 집단의 결함이나 약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Cooperrider & Whitney, 2005). 그렇

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도록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면서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미래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조직관리기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분석학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정종원, 이종원, 2010). 또한 이

러한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 늘 무엇인가가 잘못 또는 부족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부터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또는 의욕상실의 위험을 가져올 수

도 있다(유준희, 2010).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수준의 사고에서

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No problem can be solved from the same level of 

consciousness that created it).” 라는 Einstein의 명언은 오늘날의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 가진 한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문제해결식’ 또는 ‘결점지향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

직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조직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조직변화관리 

기법이 바로 ‘Appreciative Inquiry’(긍정적 탐구, 이하 AI)이다(Cooperrider & Whitney, 

2005). AI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와 강점요소들을 풍부하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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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약점 개선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인 요소와 강점요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우위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보다 

확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조직변화관리기법이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이러한 AI 기법은 그 발원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행동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HRD 분야의 세계 최대 컨퍼런스인 ASTD IC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에서도 2011년 

핵심 이슈 중에 하나를 ‘긍정성과 강점에 바탕을 둔 HRD’로 선정할 정도로 HRD 분야 

내에서도 긍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보편화되고 있다(이찬, 류현주, 2011). 

국내 HRD 분야에서도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 사이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S병원, L그룹, H중공업 등에서는 비전과 전략 수립, 

조직변화관리 및 리더십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AI를 교육과정과 워크숍에 적용하여 조

직개발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유준희, 2010). 

하지만 조직개발 및 조직변화관리 분야에서 ‘긍정혁명(Positive Revolution)’을 일으키

고 있는 AI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AI 활동에 대한 단일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사례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조직 내 AI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 AI활동이 성공적으로 적용되

어, 조직개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조직 효과성의 향상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AI 활동에 대한 평가준거나 모형, 또는 이론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어 AI의 정확한 실행

을 위한 지침이나 실천 가이드라인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야 조

직변화관리기법으로서의 긍정성과 AI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AI활동의 사

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논의조차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지현,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I가 단순한 조직개발의 한 트렌드로서 활용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닌, 조직 내 자율적인 변화정착을 이끌어 주는 진정한 조직변화관리 기법으로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I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조직 현장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조직현장의 

HRD 담당자들이 조직에서 AI를 실시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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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AI가 실시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을 벗어나게 해 줌으로써, 조직 내

에서 AI가 올바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AI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평가준거가 되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AI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평가준거

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바, 평가준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AI 전문

가 집단 및 학계의 AI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

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본 연구와 관

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준거를 타

당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AI 활동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경영진에게 설득

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개발로서의 새로운 접

근법인 AI를 올바른 방법과 절차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어, 조직 내에 AI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AI의 본질을 규명하고, AI 활

동의 실천과 관련된 조직행동학 및 인적자원개발학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조직변화관리기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설정한다. 

둘째,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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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준거는 타당한가?

연구문제 3 :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들의 가중치는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가.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는 사람과 그들의 조직 안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한 상호협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탐구라 정의한다(Cooperrider & Whitney, 2005).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한 조직이나 공동

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했던 때에, 그 조직이나 혹은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

어넣었던 것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프로세스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프로세스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강점․자원․역량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와 깊이 있는 대화에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Discovery(발견하기) 단계, 대담하고도 새로운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미래에 대한 가장 생

명력 넘치는 꿈들을 도출하는 Dream(꿈꾸기) 단계, 담론을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꿈꾸어 

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게 하는 Design(디자인) 단계,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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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과 방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할 팀을 구성

하는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로 정의된다(Cooperrider & Whitney, 2005). 본 연

구에서는 Cooperrider와 Whitney(2005)의 정의에 따라 이러한 4단계 AI의 프로세스를 AI의 

‘4-D Cycle’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다.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은 특정한 조직에 AI가 도입되어, 

조직이 현재 속해 있는 업계의 독특한 특성과 도전 과제들에 맞도록 설계된 AI의 4-D 

Cycle을 거치게 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워크숍, 코칭, 리더십 개발, 조직변화관리 프로

그램 등의 제(諸)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라.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효과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효과는 특정한 조직에 AI가 도입되어, 

조직이 현재 속해 있는 업계의 특성과 도전 과제들에 맞도록 설계된 AI의 4-D Cycle을 

거쳐,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 자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마.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핵심성공요인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핵심성공요인은 조직개발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I가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되는 요인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바.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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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란 평가할 대상 및 내용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 또는 그로 인한 

산출 및 활동 결과의 특정 영역이나 차원을 의미한다(배호순, 2008). 다시 말해, 평가준거

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영역에 대한 평가의 내용 및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고재성, 2006). 본 연구에서도 평가준거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요소로 구분

할 예정이며, 평가영역은 평가대상에 대한 하위영역으로, 평가항목은 각각의 평가영역에 

대한 하위요소로, 그리고 평가지표는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요소로서 구성하여 평

가준거를 개발하고자 한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긍정적 탐구 활동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평가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

시되었으나, 평가준거 마련을 위한 초안을 구안할 시, 문헌연구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현재 조직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 탐구 활동

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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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조직개발 (Organizational Development)

가. 조직개발의 정의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고, 날로 변해가는 불확실한 기술과 경제, 정치 및 문

화적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조직개발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조직이 효과적인 대응책

을 만들어 내도록 하고 전향적으로 전략적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Cummings & Worley, 2005).

Gilley, Eggland와 Gilley(2003) 역시 조직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유를 

첫째, 구성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의사결정에의 참여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

고 둘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시장과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우리가 ‘조직개발’이라는 용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이란 두 명 이상의 사

람들이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고자 결성한 모든 형태의 상황을 의미하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조직 공통의 목적이란 조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Katzenbach, 2000). 

조직개발이라는 용어를 문헌기록상 가장 처음 사용하였던 Beckhard(1969)에 의하면, 조

직개발은 계획적이고,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고경영진에 의해 관리되고, 조직 

효과성 및 건전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행동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조직의 프로세스에 계획

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개발은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계획

적인 변동이며, 의도적․의식적인 것으로 사전준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Beckhard(1969)가 

조직개발을 조직의 능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다면, 우리가 오늘날의 조직개발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조직문화’를 도입하였던 Bennis(1969)는 조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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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급격한 변화에 대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신념 및 태도, 가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복합적인 교육전략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일어난 변화에 대해 수동적

으로 반응하는 관점에서 조직개발을 해석하였다. 

이처럼 조직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조직의 특성 및 시스

템 변화에 요구되는 상황과 변화의 과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

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발에서 가장 핵심

적인 관점은 전문성 발현으로 인해 조직과 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의 개선이 일어난다

는 점이다(Swanson, 2001).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발의 목표는 개인적(personal), 전문적

(professional), 조직적(organizational) 성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현수, 강정옥, 1999).

이러한 속성을 가진 조직개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Cummings & 

Worley, 2005).

첫째, 조직개발은 단일회사, 단일공장, 부서나 직무와 같은 전체 시스템의 전략, 구조 

또는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된다. 이러한 것은 기술의 혁신이나 생산의 효율성 관리  

등과 같이 조직의 어느 하나 또는 몇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접근법들과는 차별화 

된다.

둘째, 조직개발은 행동과학 지식과 전이(transfer)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직개발은 행동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여 미래에 계획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조직개발은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화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보다 더 적응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조직개발은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변

화 프로그램 진행 중에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면, 유연성 있게 변경될 수 있다.

넷째, 조직개발은 변화 창출은 물론 이후의 지속적인 강화작용과도 연계되어 있다. 조

직개발은 변화의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조직 내에 안착시키

고 제도화하는 더욱  장기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섯째, 조직개발은 조직 효과성의 향상을 지향한다. 즉, 조직구성원들을 변화과정에 관



- 9 -

여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습득시키게 해 주며, 이는 곧 재무성과와 

제품 및 서비스의 질, 생산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직개발은 변화에 대응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문화 변혁과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과 팀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Gilley, Eggland, & Gilley, 2003). 

나. 조직개발의 방법

조직개발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조직개발 활동, 즉, 조직개발 프로그램들은 대개 ‘개입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로 불리운다(배을규, 2009). 여기서의 개입이란 일반적으로 개

인, 집단 또는 그 이외의 어느 변화대상에 대하여 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화

과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한다(Argyris, 1970). 즉, 조직개발은 계획적인 개입활동들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과 조직 구성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된다. 한편 조직개발기법이

란 조직개발의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며, 조직개발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 판정,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 주는 수단으로서 일련의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French & Bell, 

1978).

조직개발은 조직 내 여러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발에서 실행되는 개

입수준은 개인, 팀(또는 그룹), 그리고 전체 조직 차원까지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다.

1) 개인수준의 조직개발 개입(intervention)

모든 조직은 여러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개인들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다양한 개인수준의 개입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먼저 ‘T-그룹(Training-Groups)’은 ‘실험실 훈련집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

으며, 1946년 지역사회 리더 훈련연구를 위해 MIT대학교 집단역학연구소에서 실시하였던 



- 10 -

조직개발 활동이다(Jones & Brazzel, 2006). 이는 소규모 그룹이 모여 2~3일 동안 지내면

서 그 그룹 안에서 개개인이 서로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피드백을 나누게 

된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개인이 그룹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찰하고 개

인의 자기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코칭’은 저조한 성과를 내는 조직 내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

케 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루며, 그들이 더 이상 저조한 성과를 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돕는데 전념하는 감독자와 종업원 간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Werner & DeSimone, 2006).  

즉,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유능해지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도구와 지

식,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Peterson & Hicks, 1996). 

‘멘토링’은 조직의 구조에서 경험이 많은 윗사람과 신규직원 또는 경험이 적은 사람

과의 1:1 관계를 의미한다(Scandura & Williams, 2004). 또한 이만기(2007)는 ‘멘토링’을 

경험이 많은 선배사원인 멘토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부하사원인 멘티에게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조직에 올바르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라 보았다. 

‘교육훈련’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기술, 능력, 지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며, 급변

해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기업에서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

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조직 유연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경, 나인경, 2012).  

한편 ‘직무설계’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미와 만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

하에 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더욱 다양하게 설계하거나 또

는 더욱 단순하게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개입방법이다

(강병혁, 2007). 

마지막으로 ‘생애 및 경력계획 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및 경력진로를 선택하고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관리자와 일선 스태프들에 초

점을 맞추고, 근무생활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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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ean(2006)은 조직개발의 주목적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술한 개인수준의 개입방법은 개인의 효과성을 높여 결국 조직의 효과성과 조직 구성원

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수준의 개

입방법은 조직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아래 <표 Ⅱ-1>은 개인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수준의 조직개발 개입방법을 정

리한 표이다.

개입 목적 개입 유형

개인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T-그룹

코칭 및 멘토링

교육훈련

직무설계

생애 및 경력계획 활동

자료: French, W. L., & Bell, C. H. (1995). Organization Development: Behavioral Science Interventions for Organization
Improvement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165.

<표 Ⅱ-1> 개인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방법

2) 팀(또는 그룹) 수준의 조직개발 개입(intervention)

팀(또는 그룹) 수준의 개입은 팀(또는 그룹)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으며, 주안점은 집단역학(Group Dynamics)의 향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팀

(또는 그룹) 수준의 개입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팀 빌딩’은 작업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 작업 집단의 효과성을 증진시

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활동으로써, 조직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입방법으로 자리해 오

며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French & Bell, 1995). 

‘조사 피드백’은 문제 영역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잠재적 해결책을 도출하며, 변

화의 동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집단에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피드백 하는 활동으로 정

의된다(Nicholas, 1982). 이 활동은 조사를 통해 창출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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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자문 활동’은 고객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스스로 지각하

고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활동하도록 돕기 위한 컨설팅 활동이다. 이 활동은 고객에게 

조직의 인적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인적 과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

쳐 주는 자문방식과 같은 접근방법에 가깝다. 결국 구성원들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돕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Cummings & Worley, 2005).  

마지막으로 ‘집단 간 활동’은 조직 내의 상이한 집단이나 부서 간의 상호작용을 개

선시키기 위한 변화 프로그램이다.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컨설턴트가 두 집단이 갈등

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Cummings & 

Worley, 2005).

이러한 맥락에서 팀(또는 그룹)수준의 개입방법은 전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발의 중간과정으로서, 개인의 효과성을 모아 하나의 집단으로 그 효과성을 발전시

켰다는 데에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아래 <표 Ⅱ-2>는 팀(또는 그룹)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팀(또는 그룹)수준의 조직개

발 개입방법을 정리한 표이다.  

개입 목적 개입 유형

팀(또는 그룹)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팀 빌딩

조사 피드백

과정자문 활동

짐단 간 활동

자료: French, W. L., & Bell, C. H. (1995). Organization Development: Behavioral Science Interventions for Organization
Improvement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165.

<표 Ⅱ-2> 팀(또는 그룹)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방법

3) 전체 조직수준의 조직개발 개입(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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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할 개입방법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전체 조직 수준의 개입

방법이다. 

먼저 ‘긍정적 탐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직개발 프로세스 모델과 같은 단계를 가지

고 있지만, 한 가지 구별되는 큰 차이점은 조직개발 접근방식에 있어 조직의 강점과 긍정

적인 면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조직 문제해결 접근방법

인 ‘결함 찾기식 방법’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결함’에서 해결책을 찾으

려 하는 점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전사적 품질관리’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전력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질 개선 활동을 책임 있게 수행

하도록 하는 과정을 체계화한 조직개발 개입 활동이다. 이것은 대개 조직 구성원들이 자

신의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나중경, 2007). 

‘전략경영활동’은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조직의 기본사명과 목표 및 환경의 요구, 위

협, 기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 대응적(reactive)이면서 사전 대응적(proactive) 

성격을 갖는 장기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활동이다(French & Bell, 1995). 이 활

동은 조직 미래의 비전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의하고, 미래로 지향하기 위해 오

늘날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경영현실 속에

서 환경을 단순화하여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배양하

는데 도움을 준다(류재현, 2009).

마지막으로 ‘기술구조적 활동’은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적 또는 구조

적 투입 및 제약요인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조직구

조를 실험하고 세부적인 목표의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구조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는 등의 형태를 취할 수

도 있다(Werner & DeSimone, 2006). 이는 ‘구조적 개입’이라 분류하기도 하며. ‘구조

적 개입’이란 다운사이징이나 리엔지니어링과 같이 과업, 구조 및 기술적 하위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조직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입이나 변화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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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Ⅱ-3>는 전체 조직수준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 조직수준의 조직개발 

개입방법을 정리한 표이다.   

개입 목적 개입 유형

전체 조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AI(긍정적 탐구)

TQM(전사적 품질관리)

전략경영활동

기술구조적 활동

자료: French, W. L., & Bell, C. H. (1995). Organization Development: Behavioral Science Interventions for Organization
Improvement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165.

<표 Ⅱ-3> 전체 조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방법

다. 조직개발의 효과

조직개발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Mclean, 2006). 그

러나 조직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그 결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연

구함에 있어서는 학자마다의 다른 관점과 접근법을 활용하여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gan(2002)은 10년 이상의 조직개발 실무경험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7명으로 

구성된 ‘조직개발 전문가 그룹(OD experts)’과 함께 1969년 Beckhard(1969)에 의해 조

직개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부터 현재까지, 조직개발에 대한 정의와 이에 기

대되는 효과변인을 기술한 총 27개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조직개발에 

대한 10가지 핵심 기대효과들을 <표 Ⅱ-4>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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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조직개발의 기대효과

1 조직 재건의 촉진

2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참여도 증진

3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4 조직과 임직원들의 건강 및 웰빙 보장

5 학습과 개발의 촉진

6 문제해결력 향상

7 효과성 증진

8 변화의 도입과 관리

9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강화

10 변화 적응력 지원

자료: Egan, T. M. (2002). Organization Development: An Examination of Definitions and 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0(2), p.67.

<표 Ⅱ-4> 조직개발의 기대효과

결국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스스로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이 조직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은 학습과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문제해결력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술한 조직개발

의 효과성들로 인해, 궁극적으로 조직은 자생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조직 

내의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기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여 소비자들의 복리후생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Mclean(2006)은 조직개발의 기대

효과를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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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조직학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가. 긍정조직학의 등장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대 컨퍼런스인 ASTD IC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 2011년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강점혁

명의 저자 Marcus Buckingham은 조직에서 직원들의 강점에 기반하여 역량개발 및 경력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긍정성에 대한 관심은 본래 긍정심리학에

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류현주, 2012).

1)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긍정심리학은 기존 심리학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1998년 당시 

미국심리학회장을 맡고 있던 펜실베니아대학 심리학 교수인 Seligman에 의해 본격화 되

기 시작하였다(장환영, 2012). 이는 전통적인 심리학이 거의 오로지 인간 병리학에만 초점

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인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개인이라는 존재가 결여

되어 있음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

이나 심리학과 큰 연관을 갖는 조직연구(Organization Studies), 그리고 교육학 등의 분야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점은 우수한 사람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과 성장에 공헌하지 못한다고 역설하

였다. 이와 같은 강조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점만큼이나 강점을 강조하여야 

하고, 최하의 것을 개선하는 것만큼, 최상의 것을 확립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eligman이 소개한 긍정심리학의 출발점이다(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

인간은 오래전부터 행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지, 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해오며 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현대문명

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은 더 행

복해 지기보다는 오히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자살률이 급증하고 이는 현실에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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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문제로 떠오르게 되

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심리학 분야의 주요과제는 크게 정신질환의 치료 및 

사람들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고 육

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 심리학은 인간기능에 대한 질병모델을 사용하여 주로 

손상된 부분을 교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학의 접근은 정신질환 

과정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진보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신분열증, 우울증

과 같은 정신장애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혹

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Seligman, 1998).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심리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을 찾

기 위한 노력들이 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주요 사명이었다(이동섭 외, 2009). 그러나 1998

년 당시 Seligman은 인간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보다 긍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새로

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존만이 아닌 

보다 번영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과 긍정적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적인 에너지를 

재조정해 나갔다는 데에 그 시사점이 있다(장환영, 2012).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메시지는 심리학이 단순히 약점, 상처, 그 밖의 병리현상만을 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virtue)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 ‘예방’의 개념을 기초로 한 이러한 

긍정적 접근은 궁극적인 ‘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키워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초기 긍정심리학의 개척자인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

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Seligman과 함께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자인 Csikzentmihalyi는 과거의 

심리학을 지배해왔던 정신병리에의 초점은 인생이 가치 있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 지혜, 

창조력,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이 결여된 인간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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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과 긍정적인 개인의 특성, 그리고 긍정적인 제도는 오히려 인생

이 무의미하고 허망할 때 일어나는 정신 병리를 예방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최초의 긍정심리학 학회가 1999년 Nebraska 주 Lincoln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00년 1월과 2001년 3월에는 미국심리학회 발행 저널 중 하나인 

American Psychologist 특별호에 긍정심리학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나아가 2000년 10

월에는 두 번째 긍정심리학회가 Washington D.C에서 열렸으며, 이어 2002년 10월에는 최

초의 긍정심리학 국제학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학회를 통해 고찰된 긍정심리학의 연구는 부정적인 렌즈를 통하여 인간의 병적인 현상

이나 부적응을 주로 다룬 전통적인 심리학에 대한 접근을 지양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

징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자원과 미덕, 강점과 같은 인간 본성

의 보다 긍정적인 성질에 대해 고찰해 보며, 나아가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한다.

2000년대 이후 현재의 긍정심리학은 발전과 확장의 시기에 놓여있다(이희경, 이동귀, 

2007). 긍정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심리학은 질병이나 건강에 관련된 치료법의 한 

가지가 아니라, 일, 교육, 통찰, 사랑, 성장, 놀이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의 학문이다. 이러한 접근에 힘입어 최근의 주요 심리학적 이론들은 인간의 

강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Bandura, 2002).

긍정심리학은 심리학 분야 전체 중에서도 발전도상에 있는 학문이며, 불확실성이 증폭

되는 세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장환영, 2012). 그 대표적인 

예가 Peterson과 Seligman(2004)에 의해 개발된 강점과 미덕에 관한 강점 분류 체계

(Values in Action)이다. 여기에는 크게 6가지의 미덕(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성, 정의, 절

제, 초월성)과 24개의 강점(창의성, 호기심, 열린마음, 학습에 대한 애정, 타인에게 현명한 

조망의 제공, 진실성, 용감함, 인내심, 열의, 친절, 사랑, 사회적 지능, 공정함, 리더십, 협

동심,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아름다움과 뛰어남에 대한 이해, 감사, 희망, 유머, 

종교적인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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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역사와 발전을 바탕으로 긍정심리학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론적․실증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동섭 외, 2009). 긍정심리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의 긍정적 삶과 긍정적 조직생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긍정심리자본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상기와 같은 심리학 분야 내의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조직연구 분야에서도 긍정

심리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크게 긍정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과 긍정조직행동(PO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되고 있다(이동섭 외, 2009). 두 가지의 

연구흐름은 모두 긍정심리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직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세부 연구영역에서는 두 개의 연구주제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Nebraska 대학의 Luthans, Yousset, Avolio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져 오고 있는 긍정조직행동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지향된 사람의 강점과 

심리적 역량들에 대한 연구와 응용으로 정의된다(Luthans & Youssef, 2007). 이러한 긍정

조직행동은 긍정심리자본(Pos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라는 것을 주요한 관심 변인으로 

설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긍정심리자본(Pos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란 어려운 과업에 부딪혔을 때, 노력을 통

해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confidence), 혹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리

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설명방식을 지니는 낙관주의(optimism), 또한 목

표달성을 위한 의지와 필요한 경우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희망(hope), 문

제와 역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회복하여 성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회복

력(resilience)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7).

긍정조직행동(PO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긍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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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성취

와 성공을 향한 개인의 긍정적 인지상태라는 공유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 네 가지의 

변수를 통합하는 상위의 핵심요인(core factor)을 고려하게 되었다. 즉, 긍정심리자본

(Pos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네 가지 긍정적 

조직행동 역량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Ⅱ-1]과 같다. 

[그림 Ⅱ-1]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
자료: Luthans, F., & Youssef, C.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p152.

상기 네 가지 요인은 각각 독립적인 하위변인으로서 변별력을 갖지만, 동시에 상호적으

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보다 상위 개념(higher-order construct)인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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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 이루어진 실증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직무태도

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상위요인, 즉, 긍정심리

자본의 구성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Luthans & Youssef, 

2007).

반면 미국 Michigan 대학의 Cameron, Dutton, Quinn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오고 있는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은 긍정적이고 활력을 주는 

조직적 제 현상에 대한 연구로 정의를 내린다(Cameron, Dutton, & Quinn, 2003). 긍정조

직학은 긍정적 조직차원, 또는 거시수준(macro-level)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오

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조직학은 긍정적 조직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한 조직이 나타내

는 긍정적 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조직 안의 개인 혹은 집단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조직의 

특성 및 긍정적 결과에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체계적 검증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데

에서 긍정조직행동 연구와의 차별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긍정조직행동(PO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은 긍정심리자본을 주요한 변인

으로 삼아 조직현상에 대해 개인차원의 행동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은 조직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Luthans, 2002).([그림Ⅱ-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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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긍정조직학의 등장배경
자료: 이찬, 류현주. (2011). 긍정심리자본의 개발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2011 한국 HRD연합회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127.

나. 긍정조직학의 개념

긍정조직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outcomes),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게 하는 과정(process), 및 그 과정을 있게 하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

(attributes)까지 모두 포괄하는 연구로 정의한다(Cameron, Dutton, & Quinn, 2003). 

긍정조직학을 각각의 의미단위로 해석해 보면 ‘긍정’이란 조직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이며, ‘조직’이란 개인차원의 긍정성에 관

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온 긍정심리학에 비해 보다 조직적이면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학(학문)’은 과

학적 및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을 의미한다(이지

영, 김명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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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긍정조직학은 단일한 독립된 학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학문들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를 마련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Cameron, Dutton, & 

Quinn(2003)은 긍정조직학이 조직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조직개발

(Organizational Development) 및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이론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과 조직이 가진 긍정적 잠재력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그것을 고

양시키도록 시스템의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질문 기법과 실행 방법들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긍정적 탐구기법이 긍정조직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로 이어지면서, 실증적인 근

거들을 통해 조직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연구결과로써 제시 해 주

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 분야 연구의 약 5/6가량이 조직과 구성원의 부정적인 측면

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Caza & Caza,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궁정조직학은 현재 우리 조직이 처해 있는 모습을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

게 만들어 주는 조직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도 조직구성원

들의 긍정적인 강점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 조직 환경

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태도와 정서를 형성하게끔 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

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동섭 외, 2009). 이지영, 김명언(2008)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조직 맥락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긍정성이 촉진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고찰해 보았을 때, 긍정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변화와 조직개발을 이

끌어 주는 긍정적 탐구, 즉, AI는 긍정심리학이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제 현상

을 연구하는 긍정조직학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최상의 건강과 활력

을 조직 속에 불어 넣기 위한 긍정심리학의 처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장환영 & 박경연, 

2012).       

3.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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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등장배경

1980년 당시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Case Western Reserve) 대학에서 조직행동

학을 연구하던 박사과정생 David Cooperrider는 지도교수였던 Suresh Srivastva와 공동으

로 클리브랜드 병원(Cleveland Clinic)의 병원 조직진단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박상곤, 이

태복, 2011). 이 과정에서 Cooperrider는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뷰나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똑같은 조직을 인터뷰하기 위

해 두 팀을 구성하였다. 한 팀은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사

용하도록 했고, 다른 한 팀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직에서 모범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밖에 다른 긍정적인 질문들을 던지도록 하였다.

인터뷰 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였지만 너무

나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정적인 질문, 즉 문제 중심의 질문을 한 팀은 조직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긍정적인 질문을 한 팀은 매우 긍정적으로 조직을 바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문제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터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마인

드 셋을 형성시켰으며, 반대로 긍정적인 질문은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셋

을 정립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박상곤, 이태복, 2011). Cooperrider는 이러한 긍

정적 질문의 방식이 결국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동시에 

긍정적인 협력과 혁신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클리브랜드 병원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발견할 수 있었다(Jane & Bernard, 2001).

이것이 바로 Cooperrider가 긍정의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

가 되었다. AI라는 용어는 Cooperrider와 Srivastva가 클리브랜드 병원의 이사회에 제출한 

조직진단 보고서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Jane & Bernard, 2001), 당시 Cooperrider의 지도

교수였던 Srivastva는 Cooperrider가 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

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 주었다. 결국 그의 연

구 결과는 1986년 Cooperrider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클리브랜드 병원의 연구결과를 토대

로 AI의 원리와 프로세스, 타당성에 대한 정리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조직에서 결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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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집중하는 조직분석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강점에 집중하는 조직분석을 해

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정의

AI의 창시자 Cooperrider(2005)는 AI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치를 높이 산다는 

뜻을 담고 있는 ‘Appreciative’와, 탐구하고 발견하는 행위라는 뜻을 담고 있는 

‘Inquiry’라는 두 가지 단어의 뜻으로 구분하여 AI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AI의 

용어를 직역해보면 ‘가치향상을 위한 탐구’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조직개발이라는 접

근법으로 의역을 하자면,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활동’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AI는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조직개발을 위한 하나의 개입(intervention)

활동으로서 활용되고 있다(Bushe, 1995).

정종원과 이종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AI가 국내의 기업 현장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한국 AI 연구회’를 통해서이다. ‘한국 AI 연구회’에서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를 별도의 국문해석 없이 ‘긍정혁명’이라는 부제를 붙여 기업 현장에 소개하였

으나, ‘한국 AI 연구회’는 학술적 논의를 위한 연구활동 보다는 기업 현장에서의 실제 

활동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학술적으로 AI를 연구하였던 정종원과 이종

원(2010), 김지현(2011), 그리고 장환영과 박경연(2012)은 AI를 ‘긍정적 탐구’라 번역하여 

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Buckingham은 2001년 ‘Now, Discover Your 

Strengths’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국내에는 이것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

는 번역서로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강점혁명은 저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Strengths 

Finder’라는 인성검사를 통하여 인간의 공통적인 강점을 34개로 요약하고 분석한 후, 본

인의 강점을 34개의 강점 내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기발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참여자 간 긍정적 질문과 언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조직에 대한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한한 긍정적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나아간다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긍정적 탐구와는 비교되는 점이다.     

이렇게 AI가 여러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을지라도,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향한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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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AI는 사람들 안에, 그들의 조직 안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한 상호협

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탐구이며, 또한 경제적, 생태적, 인간적 측면에서 한 조직이나 공

동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했던 때에, 그 조직이나 혹은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Cooperrider & 

Whitney, 2005). 

결국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AI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의 강점과 경험, 희망 

등을 공유하고 꿈꾸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조직변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하나의 긍정조직개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AI는 구성원

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일으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조직의 긍정

적 미래모습에 대한 강력한 목표 의식과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

에도 전 세계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기업문화의 혁신, 직원 만족도 및 사기의 진작, 생산

성 향상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변화(Positive Change)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 문제해결

식의 접근이 아닌, AI식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Faure, 2006).(<표 Ⅱ-5> 참고) 

<표 Ⅱ-5> 문제해결식 접근과 AI식 접근

문제해결식 접근법 AI식 접근법

필요성 인식 / 문제의 규명 현 상태의 최고에 대한 발견과 가치부여

원인들의 분석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

분석과 가능한 해결안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실행계획 또는 방안수립 혁신행동을 위한 학습

[기본가정] 조직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기본가정] 조직은 밝혀져야 할 신비임

자료: Cooperrider, D. & Whitney, D. (2005). Appreciative Inquiry : A Positive Revolution in Change. Berrett-Koehler
Publishers. p.51.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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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원리

AI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철학과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처음 AI 연구를 시작한 

Cooperrider(1986)는 긍정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사람과 조직의 변화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즉, ‘긍정’과 ‘질문’을 AI의 중요한 두 축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

을 철학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AI는 조직의 모든 사람들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

으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의 미래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협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탐

구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AI는 단순한 계량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

직구성원들의 참여와 과정을 통해 변화를 촉진해 나아간다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AI의 원리 또는 방법론이다. AI가 조직의 변화를 성

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AI가 가지고 있는 원리 그 자체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상곤, 이태복, 2011).

이에 따라 AI의 원리는 크게 다섯 가지 원리로 나뉜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이 원리들은 AI가 어떻게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

여주는 동시에, AI가 개입의 수단이 아닌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Bushe, 2005).

1) 구성주의 원리 (Constructionist Principle)

구성주의 원리는 사회구성주의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변화의 흐름과 방향은 구성원들

의 토론과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지며, 이는 곧 변화의 핵심이 사람들과의 커

뮤니케이션, 즉, 언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변화해 나아간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긍정적인 질문과 이야기는 조직의 긍정성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2) 동시성 원리 (Simultane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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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의 원리는 우리가 긍정적인 질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

난다는 원리로써, 변화의 출발은 우리가 묻는 긍정적 질문과 긍정적 대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AI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언어와 긍정질

문을 강조한다. 

3) 시(詩)적 원리 (Poetic Principle)

훌륭한 시(詩)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여운과 의미를 남겨준다. 독

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운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AI를 통해 조직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모습과 잠재 가치를 탐색해 가는 과정은, 독자들이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의 창조과

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4) 예상성 원리 (Anticipatory Principle)

예상성의 원리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발전적인 미래상에 대하여 담론과 구상을 하

게 되면,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잠재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원리이다.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구상이 현재 구성

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이다.

5) 긍정성 원리 (Positive Principle)

긍정성의 원리는 긍정적 질문과 긍정적 대화가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시켜, 긍정적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AI는 긍정적 질문, 긍정적 동기부여, 긍정적 행동 및 긍정적 결과의 선순

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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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프로세스

Bushe(1995)는 AI가 매우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바로 조

직은 우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주목하고 있는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AI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대화 기반의 Narrative-Based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Barrett & 

Fry, 2005). 이를 바탕으로 AI는 구성원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제를 바

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도출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준다(Bushe, 2007).

AI는 강점, 자원, 역량에 대한 광범위한 긍정적 인터뷰와 깊은 대화에 조직 혹은 공동

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순환활동(Cycle of Activity)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AI Cycle은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대화가 될 수도 있으며, 조직 내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전 조직적 범위의 공식적인 프로

세스가 될 수도 있다(박상곤, 이태복, 2011). 

비록 AI에는 특정한 활동 진행의 공식은 없지만, 대부분의 조직변화에 대한 긍정변화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우선 구성원들 간 상호 긍정적인 경험과 성공 경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

에게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본인들에게 진정한 생명력과 가치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Phase 1: Discovery). 

그 다음 1단계에 발견했던 해당 가치들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상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 이미지를 함

께 꿈꾸게 한다(Phase 2: Dream). 

이후 그들이 다같이 꿈꾸었던 공동의 잠재 이미지와 희망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전략과 프로세스, 시스템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Phase 3: Design). 

이후 AI의 마지막 단계로서는 구체화한 미래의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찾아서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긍정적인 역량을 강화

해 나아간다(Phase 4: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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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AI의 4-D Cycle이라하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Ⅱ-3]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Cooperrider & Whitney, 2005).

[그림 Ⅱ-3] AI의 4-D Cycle
자료: Cooperrider, D. & Whitney, D. (2005). Appreciative Inquiry : A Positive Revolution in Change. Berrett-Koehler

Publishers. p.61. 그림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AI는 긍정과 강점에만 집중하여 질문하고, 상상하고,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부정적인 견해와 비판을 앞세우는 비생산적인 토론자리가 아닌, 발견(Discovery), 

꿈(Dream), 설계(Design), 실천(Destiny)만이 존재하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대규모

의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 접근기법과 사회적 구성주의의 창조적 시너지를 통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 공동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설계하기 위하여 

AI에 참여하고 있다. 조직에서 단 한 번도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AI의 

접근 기법을 통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Mill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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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활용

현재의 AI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개발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유준희, 2010). 그러나 AI가 소개된 

초기에는 기업환경보다 비영리 조직, 종교단체, 지역공동체, 공공조직들을 중심으로 적용

되어 왔었다(Collins, 2003). 그러던 중 1997년 미국의 통신기업인 GTE Corporation의 AI 

적용사례가 미국 ASTD IC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 최고의 변화 프로그램상을 받고 2000년을 전후로 기업들이 조

직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기업환경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노키아, BP사, 맥도날드, GE캐피탈, 영국항공 등 글로벌 선진기업들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조직개발이나 리더십 교육, 심리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Cooperrider & Whitney, 2005).

국내에서는 2007년 S병원 임상연구센터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워크숍을 시

작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H중공업 및 L그룹 등 단순한 조직 활성화의 방안

부터 시작하여 비전과 전략수립, 변화관리, 리더십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

로 AI를 교육과 조직개발 철학으로 경험해 오고 있다(김지현, 2011).

유준희(2010)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PMI (Post Merger Integration, 이하 PMI)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

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합병이었던 GTE와 Bell Atlantic과의 합병에서도 

약 14개월 동안 전사적 참여를 통해 AI 기반의 PMI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2004년에 이르러 약 25만 명이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운송회사인 Roadway와 Yellow의 

합병에도 AI 기반의 PMI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9

년 L그룹사의 소비재 유통사 인수합병 사례와, 2009년 K기관의 6개 조직 통합기관출범 

역시 AI 기반의 PMI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M&A의 하드웨어적인 

결합의 속성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결합의 속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합쳐진 조직 



- 32 -

구성원들의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어 통합조직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가 M&A의 성패

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하여 자발적인 관계 재정립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창조적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는 AI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자 특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효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 Robert Quinn 교수는 AI가 조직개발 및 변화관리 분야에

서 ‘긍정혁명(Positive Revolution)’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조직에서 수행되

고 있는 AI활동이 조직개발 및 변화관리에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Cameron, Dutton, & Quinn, 2003). Lee와 Hwang(2012)은 AI가 조직의 강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임을 강조하며, 이는 팀 단위나 조직 단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

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의 효과를 기술

하였다, 또한 Losade과 Heaphy(2004)는 조직 내 긍정적 대화의 양을 늘리면 조직구성원간

의 친밀도도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조직의 성과도 함께 올라간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AI활동의 효과성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하

여, Kim과 Lee(2013)는 AI활동의 선행 AI 사례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AI활동이 조직에 미

치는 효과들을 탐색하였다. Kim과 Lee(2013)는 총 18개의 국내․외 AI 사례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모두 54개의 AI활동 효과성을 추출해 내고, 이를 질적 메타분석법(Qualitative 

Meta-Synthesis)을 활용, 모두 9개의 효과범주로 재분류 및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아래 <표 

Ⅱ-6>과 같이 제시하였다.



- 33 -

효과

범주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1 긍정성, 신뢰향상 조직몰입, 조직변화 긍정적 심리변화
긍정적 자극 및

지속변화

2 직접적인 변화인식
아이디어 및

지식공유

새로운 도구의

학습

3 조직협력 향상
평등주의적

관리방식

4 타 부서와의 파트너십 회사가치 재명료화
긍정태도, 변화동력

형성
새로운 리더십 지속적인 문화변화

5
비판적 태도 해방 및

협력관계 형성
조직의 이익에 초점

지식이 풍부한

업무환경

자율적인 변화과정

운영

6 변화기회, 지속성

7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촉진

행동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
범(凡) 시스템적 탐색

협력적 노력의

자기조직

8 목표달성 동기부여
바라는 현실을

창조하는 대화

9
조직 비전과 본인비전

연결

할 수 있다는

긍정마인드
리더십 마인드셋

10 구성원 간 유대관계 구축 자기 강화 조직흥미
긍정성 전염

및 확산

공통이상 및

공통가치

조직 스스로의

문제해결

11 상호신뢰 증진 자아성찰 기회제공 긍정에너지 및 도약의지 리더십 스킬 비판적 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

12 참여자 관계강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경험공유 및

사고확장

13
회의적인 마인드

감소

집단지성 및

공동비전
창의력 발휘

14 각 부처 간 상호협력 갈등유발 대화감소

15 개인의 자아
혁신적인 개혁방안

구축

16 조직강점의 이해 긍정적 인식의 향상
가치추구에 대한

학습

17 과업에 대한 동기부여 풍부한 제안제시 가능

18

조직강점의

이해를 위한

체계적 방법

개인과 조직의

변혁 촉진

<표 Ⅱ-6> AI 효과성 범주(Kim & Lee, 2013)

자료: Kim, C. H.. & Lee, C. (2013, February). Proposal of a Framework for Measuring and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Appreciative Inquiry. Paper presented at the 20th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2013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ashington, DC.

1: Kim(2011) 2: Johnson & Leavit(2001) 3: Cooperrider(1986) 4: Giglio, Michalcova and Yates(2007) 5: Whitney, Cooperrider, Garrison and Moore(2002) 6: Retief(2009)
7: Dickerson & Stevens(2011) 8: Conklin & Hart(2009) 9: Jones(1998) 10: Mantel & Ludema(2000) 11: Grandy & Holton(2010) 12: Hart, Conklin and Allen(2008)
13: Newman & Fitzgerald(2001) 14: Elstein & Driver(2007) 15: Giles & Kung(2010) 16: Jang & Park(2012) 17: Head(2006) 18: Akdere(2005)



- 34 -

 상기  <표 Ⅱ-6>은 총 18개의 국내․외 선행 AI 사례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AI가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성 범주

라 할 수 있다. 한편 Merriam(1998)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의 문헌 분석에서 기

본적인 것을 서술하는 수준에서 한 차원 높은 다른 수준으로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료들 속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패턴을 포함하는 ‘범주’나 ‘주제’를 형성하는 것

이며, 여기서‘범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근거

로 연구자가 요약․정리하여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m과 Lee(2013)는 AI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 현장에서 실천했던 

각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AI의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출하였고, 그 내용들을 의미

(meaning)의 단위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후 이렇게 구분된 내용단위를 요약할 만한 키워

드로 각각 부여하고, 이를 내용이 유사한 키워드끼리 유목화 하여 ‘범주’를 구성하여, 

각 키워드가 대표하는 내용에 알맞게 해당 ‘범주’명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

합하여 <표 Ⅱ-6>과 같은 AI 효과 분류를 위한 하나의 틀(framework)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Ⅱ-6>은 모두 18개의 국내․외 선행 AI 사례연구를 효과성 중심으로 분석

하여, 연구결과 도출된 AI의 효과성들을 표 위에 분류하여 펼쳐 놓은 후, 다시 그 효과성

들을 유사항목끼리 범주화 시킨 AI 효과성의 질적 메타분석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Kim과 Lee(2013)는 상기 <표 Ⅱ-6>에 제시한 AI활동의 총 9개의 효과범주를 바탕으로 

이를 Cooperrider, Whitney(2005)가 제시한 4-D Cycle에 적용, AI활동의 각 단계별로 얻어

질 수 있는 효과들을 AI활동 실시 단계별로 재정리하여 아래 [그림Ⅱ-4]과 같이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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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AI 활동의 실시단계별 효과모형
자료: Kim, C. H., & Lee, C. (2013, February). Proposal of a Framework for Measuring and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Appreciative Inquiry. Paper presented at the 20th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2013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ashington, DC.

무엇보다 AI의 창시자인 Cooperrider(1986)는 AI가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조직혁신과 

협력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조직변화 관리기법이라 주장하였다. 즉, AI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조직의 변화에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도출된 9가지의 효과범주 중,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이 AI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결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AI 4-D Cycle 중, 1단계인 Discovery(발굴하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간 1:1 가

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를 통해 조직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량

(positive core)을 밝혀내게 된다. 참여자들은 본 단계에서 조직 전반에 걸쳐서 무엇이 최

고의 순간을 만들었는 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 그 성공에 대한 원인들을 세밀하게 조

사하기 위해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상호 간 양질

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와 조직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이에 따라, 앞서 도출되었던 9개의 효과 범주 중,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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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화’,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참

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을 AI 4-D Cycle 중, 1단계인 Discovery(발굴하기) 단계에서 얻

게 되는 긍정적인 역량으로 판단하여 Discovery(발견하기) 단계의 효과모형으로 배치하였

다. 

그리고 AI 4-D Cycle 중, 2단계인 Dream(꿈꾸기)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도출한 긍정

적인 역량(positive core)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도발적인(provocative) 

미래상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킴으로써 조직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박상

곤, 이태복, 2011). 이에 따라, 앞서 도출되었던 9개의 효과 범주 중,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를 조직의 도발적인(provocative) 미래상을 함

께 공유하며 발생되는 과정으로 판단하여 AI 4-D Cycle 중, 2단계인 Dream(꿈꾸기) 단계

의 효과모형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AI 4-D Cycle 중, 3단계인 Design(디자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 단계에서 꿈꾸

었던 이상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요소(positive core)들을 활용하여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잡게 된다. 이 과정은 현실에서 참여자들이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 어

떻게 최선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나아갈 것인지를 발견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변화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박상곤, 이태복, 2011). 이에 따라, 

앞서 도출되었던 9개의 효과 범주 중,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을 궁극적인 AI 목적인 ‘조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판단하여 AI 4-D Cycle 중, 3단계인 Design(디자인) 단계의 효

과모형으로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AI 4-D Cycle 중, 4단계인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에서는 조직 전

반에 걸쳐 긍정적인 역량들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긍정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자발적 과제 추진단이 구성되고, 과제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Cooperrider & Whitney, 

2005). 이에 따라, 앞서 도출된 9가지의 효과범주 중, 궁극적인 AI 활동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을 AI의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결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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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핵심성공요인

AI는 4-D Cycle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철학이다. 이는 조직의 모든 구

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 본

사를 두고 있는 AI 컨설팅 기업인 Appreciative Inquiry werkt(2011)는 AI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을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The 

University of Groningen)과 공동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리자(organizational leaders)의 지지이다. AI 활동에 대해 관리자 층이 전폭

적인 지지와 함께 헌신(commitment)을 해 준다면, 참여자들이 AI 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역시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들은 AI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긍정적 변화의 든든한 지원

군이자 변화의 촉매제(catalyst)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둘째, AI에 대한 전문성이다. AI 활동에 참여하는 담당자 또는 컨설턴트들은 AI에 대한 

내용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참여자들을 AI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AI 담당자 또는 컨설턴트들은 조직 변화의 

첫 출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AI를 실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자들과 커뮤니케

이션을 시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AI가 진행될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AI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 전문성과 함께 올바

른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을 위한 진행의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부여이다. AI 활동은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조직 

가치를 창출하려는 조직개발기법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의견이 생성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AI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추출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부여에 대한 노력이 참여자들에게 효과

적으로 전달 될 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의견이 자발적으로 개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활동 중에 발생되는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언행

은 조직 변화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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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AI 종료 후 유지관리이다. AI 활동에서 도출된 최종결과물을 조직 현장에 전파시

키고 적용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을 위해 그것을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적인 AI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이것은 AI 활동에서 도출된 최종결과물을 조직 

내에서 직접 실천하고 점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AI 변화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이때 AI 변화관리자는 AI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선정하여

야 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AI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Ⅱ-5]와 같다.

[그림 Ⅱ-5]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
자료: Appreciative Inquiry werkt. (2011). What are the key success factors for appreciative inquiry? p.19. 연구자 재구성.

AI는 현존하는 다양한 조직개발 기법 중 조직의 강점과 긍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조직개발 Tool이자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직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

의 효과성 제고이다(Mclean, 2006). 따라서 AI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려

는 시도를 가정할 시에는, Kim과 Lee(2013)가 제시한 AI의 9가지 효과성을 달성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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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조직개발의 목표를 완수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Kim과 

Lee(2013)의 AI의 9가지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Appreciative Inquiry 

werkt(2011)가 주장한 AI의 4가지 핵심성공요인을 준수하며 실행할 시, 비로소 AI의 효과

성 목표를 완수했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다.

결국 AI를 활용한 조직개발은 AI 활동의 핵심성공요인 준수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

으로 AI의 9가지 효과가 발생, 이것이 결국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해 주면서 마침내 조직

개발을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AI 활동의 4가지 핵심성공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 요인들에 대한 평가준거를 마련, 이를 조직 현장에 제공해 준다면, 조직개

발을 목표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법을 조직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평가준거

가. 평가준거의 개념

평가(Evaluation)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닌 역동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

다(배호순, 2008). 김태준(2000)은 평가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의 과정과 성

과에 대한 가치와 장점을 체계적으로 조사, 활용하는 과정 및 활동이라 정의하였고, 김진

화(2008)는 평가에 대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거나 어떤 사업이

나 활동에 대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나 계획 수행의 효과와 효율성 수준을 검사, 조사, 시

험, 점검, 심사, 판단, 평정, 측정, 순위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개선작용 등을 총칭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평가(Evaluation)를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 주는 평가준거(Evaluation 

Criteria)라는 개념에 대해 전주성과 오혁진(2003)은 평가할 대상 및 내용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 또는 그로 인한 산출 및 활동 결과의 특정 영역이나 차원을 의미하며, 

그 대상의 성패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내용 및 기준을 

가리켜 평가준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최종철과 김영화(2007)는 평가준거에 대해 평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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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내용이 지닌 질적 속성으로 정의하며, 평가준거를 하나의 체제로 보고 평가준거 체

제를 구성하는 요인을 평가준거 및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기준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진

화(2008)는 평가준거를 평가기준(Evaluation Standard)와 같은 의미로 보았으며, 평가대상

이 프로그램이나 조직일 경우, 미리 개발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척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임지연(2006)은 평가준거를 프로그램의 질

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활동이라 하였다. 또한 평

가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관점을 중시하며 어떤 내용이나 측면, 또는 요인이나 

수준을 준거로 삼아 평가하고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 

해 보면, 평가준거는 평가활동의 근거로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영역에 대한 평가의 

내용 및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준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것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수준의 것으

로 위계화 할 수 있으며, 위계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구성체계를 가진다(최종철, 김영화, 

2007).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가준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며,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평가준거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수나 척도

를 가리켜서 평가지표라고 한다. 즉, 평가지표란 평가준거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근거자

료를 제시하는 표현방식이나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방법 및 도구를 의

미한다. 평가준거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평가지표는 어떻게 평가할 것

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는 평가준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설정된 평가준거는 평가 대상이나 내용

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평가적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김진규, 

2002).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지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는 평가준거와 평가지표가 

논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가자의 관점

과 평가대상의 성격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준거에 대해서 상이한 평가지표가 사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준거를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가 무엇인가에 대

해 끊임없이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재성, 2006).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평가준거는 평가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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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체계적 판단을 용이하게 해 주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얻

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이규녀, 최완식, 박기문, 2010).

평가준거의 위계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평가의 대상이나 기관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형태

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가준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긍정적 탐구 활동과 관련된 효

과성 판단 및 긍정적 탐구 활동 핵심성공요인들의 준수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준거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렇게 긍정적 탐구의 효과성 및 핵심성공요인들과 관

련된 평가준거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세 단계 

위계를 갖는 평가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조직 내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

한 평가준거로써 가장 일반적이며 타당한 위계구조라 할 수 있다.

평가준거 개발 방법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고재성, 2006; 송달용․이용환, 2008; 이

윤조․이용환, 2009 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한 후, 평가준거를 

타당화 하기 위해 델파이 방법, 계층화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델파이 방법과 계층화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준거의 타당화

평가준거의 타당화 방법에는 델파이 방법, 요인분석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다양

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를 받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델파이 조사법이다(송

달용, 이용환, 2008). 평가준거의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

견이 상당한 정도로 일치될 때까지 델파이 조사법을 통하여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델파이 조사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의 한 수법으로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 간에 내재하는 의견의 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근접한 의견으

로 수렴시켜 나가는 방법이다(Linstone, 1995). 또한 이 방법은 사전 응답으로부터 얻은 의

견에 대해 계획적인 질문지를 통하여 특정 주제에 관해 대면접촉 없이 의견의 일치를 얻

음으로써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Delbe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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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델파이 조사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

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

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1). 

델파이 조사법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의 구조화는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성, ③ 통계적 집단 반응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또한 델파이 조사법은 E-mail 또는 화상연결(Tele-Communication)과 같은 IT 기숳

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Hsu, Chia-Chien, & Sandford, 2007). 즉, 델파이 조사법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과 

협의회 방법의 장점을 결합시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델파이 조사법은 직접적인 지식을 대신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집단적 판단

을 구하는 연구방법이므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일은 델파이 시행과정에서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이라고도 하는 델파이 전문가 또는 자문위

원들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드백 된 전(前) 회의 통계적 집단반응과 소수의견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

에서 일반 조사절차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 패널의 선정 시에는 전문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에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예컨대 두 사람 이상 지명하도록 요청한 후 객관성 있는 선정규정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성(2001)에 의하면, 델파이 패널 선정을 위한 표준이 되는 준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패널 선정 시 우선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범주를 결정하고, 각 범

주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 패널로 참여한 자는 조사기간 내내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대면협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바람직

하지 못한 심리적 효과, 즉 편승효과(band wagon effect), 집단소음(group noise), 후광효과

(halo effect) 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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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성 내에서 델파이 조사법은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

견 합의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합의 정도를 가지고 

델파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으며(Murry & Hammons, 1995), 변형된 델파이 방법 등이 개

발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추정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이

한규, 이용환, 2006).

1) 제 1차 조사

델파이 방법에서 제 1차 설문의 형식은 기술식(개방형) 또는 구조화된 제한 응답양식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 특히 1차 설문은 탐색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술

식(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참가 전문가들의 발산적 지각을 고찰한 다음 이것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반면 전문가 패널에 의해 구조화되는 응답이 아

니라, 연구자가 처음부터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수정 델파

이 방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이라고 한다(Murry & Hammons, 1995).

이처럼 1차 설문지부터 연구자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응답자의 반응

범위가 줄어 그만큼 문제해결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연구자의 개념적 틀을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반면,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이 처음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패널들의 ‘자유 응답식’개방형 설문지 대신에 긍정적 

탐구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연구자 본인이 직접 작

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수정된 델파이법(Modified Delphi)에 의한 조사를 실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제 2차 조사

평가준거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고재성, 2006; 송달용․이용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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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조․이용환, 2009 등), 제 2차 설문지 조사는 제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재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차 조사결과

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2차 설문지에서는 우선순

위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2차 설문지가 완료되면 평균(mean), 중앙값

(median), 최빈수(mode)와 같은 집중 경향값(measure of central tendency)과 표준편차 및 

사분위 범위와 긍정적 응답률 등을 구하여 전문가 패널 간의 합의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상 고려해야 할 점은 각 델파이 조사 차수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정보의 피드백이 

상이할 정도의 시간적 지체는 델파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 자료의 반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Delbecq(1975)은 델파이의 조사기간과 관련, 

각 차수별 적정한 델파이 조사기간으로 약 2주간의 시간을 패널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에 따라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E-mail을 사용할 경우, 각 차수 별로 2주간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한 후, 차수별 실시 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조사 간격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델파이 조사 방법의 절차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연구주제에 전

문적 식견과 소양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익명으로 나타난 각 전

문가들의 직관적 판단을 반복적으로 피드백하고, 셋째, 합의 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

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면서 적절한 연구 진행상의 통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합의점을 구한

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자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타당성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제 3차 델파이 조사 단계에서는 계층화분석법

(AHP)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준거를 개발함에 있어서 각 준거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송달용, 이용환, 2008).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수의 계층(level)으로 설계한 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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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준 및 대안들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해 단계

별로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이다(Satty, 1990). 

이 방법은 1970년대 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Thomas Satty 교수가 미 국무부의 무

기통제 및 군비축소국에서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이론 전문가들과 협력 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개발한 의사결정방법 기

법이다(박은규, 박태근, 2006).

계층화 분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

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

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의사결정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나열하여, 여러 단

계의 상이한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에 있는 유사요소끼리 묶어 나가면서 문제의 구조

화와 체계화를 시도한다. 이는 인간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접근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

의 준거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와 함께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기법이 실

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

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조승국, 이주석, 2006).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계층화 분석법은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는 기법의 하나이다. 그 적용분야에 있어서도 에너지 수급 및 수송계획, 교육에 

관한 계획, 대통령 선거, 분쟁 해결, 환경정책수립 등 공공부문 의사 결정 문제를 비롯하

여 수많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계층화 분석법의 활용 확대와 함게 

많은 학자들이 방법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 계층

화 분석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집단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경우에도 평가준거의 각 평

가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산정하

는 데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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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의 결합

상술한 바와 같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각 항목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

성 여부를 판정하게 하고, 각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

(AHP)을 통해 실증조사를 진행하는, 즉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과의 결합은 이론

적으로도 타당한 조사연구 방법임이 제시되고 있다(조근태 외, 2003). 

Khorramshahgol(1988)은 델파이 조사법에서 평가문제나 영역을 확인하고, 각 영역에 대

한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결합한 Delphi Hierarchy 

Process(DHP)를 제안하고, 나름의 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상이한 목적들 간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해 이한규(2006)는 기술교과에서의 기술적 문제해결력 평가틀 개발 

연구에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가중치 

산정에 DHP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고재성(2006) 역시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연

구에서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정하였

다. 이 외에도 송달용과 이용환(2008)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평가준거 개발 연구 및 이윤조

와 이용환(2009)의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 개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DHP 기

법을 적용,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을 결합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

거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후, 평가준거의 가중

치를 산정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AHP)을 결합한 Delphi Hierarchy 

Process(DHP)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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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절차 및 방법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 연구 절차는 크게 평가준거 구

안단계,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단계로 구분되며, 연구방법

으로는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법,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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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절차

가. 평가준거 구안 단계

평가준거 구안 단계는 연구의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조직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정확한 평가준거를 마련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긍정적 탐구 활동의 개념, 목적, 특성, 방법,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긍정적 탐구활동의 개념, 목적, 특성, 방

법, 절차, 실천 사례연구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할 예정이며,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에 그 주요한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긍정적 탐구 활동

을 구성하고 있는‘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의 단계에 따라 우선적

으로 각 평가영역을 설정한 후에, 각 단계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효과성 및 

핵심성공요인, 실천해야 할 활동들을 위주로 문헌을 고찰하여 하위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탐구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할 시, AI

의 4-D Cycle에 따라 각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 및 성공요인들을 위주로 하는 심

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평가준거(안) 타당화 단계

평가준거(안) 타당화 단계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고 이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가준거 초

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았으며, 전문가의 구성은 HRD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

업인력개발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으로 구성하였다. 상술한 델파이 조사법은 전문가

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종성(2001)은 델파이 조사

법을 적용할 시 주의할 점으로 추정하려는 문제를 가능한 좁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려는 것은 평가준거인데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평가준거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또한 이후 



- 49 -

진행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았기 때문에 AI 활동의 평가준

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범위나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

가 종료된 후 실시된 델파이 조사법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는 주

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한 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최종적인 평가준거(안)를 확정하였다. 

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단계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는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들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이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델파이 조사법을 활

용하여 확정된 평가준거들을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조사도구를 델파이 패널

에게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이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각 요소 간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판

단하는 기법이다.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들이 위계화 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평가준거 구안 단계에서부터 평가준거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위계화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평가준거 구안단계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로 이론적 배경 및 긍정적 탐구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문헌연구에서

는 긍정적 탐구활동의 핵심적인 평가요소 및 선행 사례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 

탐구활동의 효과성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평가준거 초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문헌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점을 고

려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rary.snu.ac.kr) Database 이외에도, 인문․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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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저명한 저널에 수록된 국외 Article들을 검색할 수 있는 Journal Store

(www.jstor.org), SAGE Publication(http://online.sagepub.com), ProQuest

(http://search.proquest.com) 등의 학술사이트 Database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

다. 문헌연구 선정에 활용된 주제어는 ‘Appreciative Inquiry’, ‘긍정적 탐구’, ‘4-D 

Cycle’ 등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는 델파이 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적절성과 내용 타당성을 검토 받는 것으로 전문가의 구성은 HRD 전공 박사학위 소

지자 또는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으로 구성하여, 평가영역의 타당성, 

평가모형과 구안된 평가준거의 적절성, 평가준거들 간의 상하 개념적 관계, 평가영역 및 

항목의 포괄성,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의미의 중첩 및 바르지 못한 표현. 지표 설명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기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다. 델파이 조사법

1) 델파이 패널 구성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화 과정에서 델파이 조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전문가

들의 의견이 상당한 정도로 일치될 때까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송달용, 이용환, 2008). 또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

거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델파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통해 이 기법을 적

용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정된 델파이 패널들에 의해 연구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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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선정이 사실상 델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참여의 성실성, 적정한 인

원수가 고려되어야 한다(이건남, 정철영 2009). 델파이 패널 집단의 크기와 관련하여 

Dalkey(1968)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Delbecq(1975)의 경우 10~15명의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델파이 패널 

선정 기준은 <표 Ⅲ-1>와 같이 마련하였다.

<표 Ⅲ-1> 델파이 패널 선정 기준

패널 집단 인원 수 선정 기준

AI 및 조직개발분야

관련 대학교수
6명

(1) HRD 박사학위 또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2)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HRD 전공 또는 경영학

전공 전임(겸임)교수자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AI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계 현장의

AI 전문 컨설턴트 및

HRD 담당자

6명

(1) HRD 박사학위 또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2) 현재 컨설팅 또는 대기업에서 HRD 업무 또는

조직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AI 워크숍을

최소 1회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합 계 12명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가 1980년대 경영학 및 조직개발 이론에서부터 최초 

시작되어, 2013년 현재에는 수많은 기업들 및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이론 및 연구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6인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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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핵심성공요인들을 입증하

기 위해 현장 전문가 6인을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총 12명의 영역 별 전문가 패널은 아래 <표 Ⅲ-2>와 같다.

전문가 영역 전문가 구분1) 근무지 최종학력

AI 및 조직개발분야

관련 대학교수

(학계 전문가)

1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박사

2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박사

3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박사

4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

5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박사

6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산업계 현장의

AI 전문 컨설턴트 및

HRD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

7 삼성인력개발원 박사

8 OD Corea 박사

9 한국긍정변화센터 / ORP 연구소 박사

10 패러다임 컨설팅 박사

11 현대자동차 박사

12 포스코 인재창조원 박사

주. 각 전문가들의 성명을 번호로 표기함

<표 Ⅲ-2> 전문가 영역별 델파이 패널 현황

2) 질문지 개발

델파이 조사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의 검토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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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델파이 질문지 초안을 개

발하였다. 델파이 질문지 초안은 계층화 분석 시 상대적 중요도의 가중치 산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영역은 4가지 이상의 평가영역으로 구성하며, 각 평가영역은 2가지 이

상의 평가항목으로, 각 평가항목은 2가지 이상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서는 타당도 조사뿐만 아니라, 패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타당도 조사를 위한 척도로는 델파이 조사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타당하지 않음, 3: 보통임, 4: 타당함, 5: 매우 타당

함)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평가준거 개발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는 E-mail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델파이 패

널들에게 관련 E-mail을 발송한 후 전화 연락을 통해 응답을 독려하였으며, 세부적인 전

문가 검토 및 델파이 조사 기간은 <표 Ⅲ-3>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Ⅲ-3> 자료발송 및 수집기간

조사 단계 발송 및 수집 기간 수행 방법

전문가 협의회 및 수정 2013. 04. 15 - 2013. 04. 19 별도 협의회 소집

1차 델파이 조사 2013. 04. 24 – 2013. 05. 01 E-mail

2차 델파이 조사 2013. 05. 06 – 2013. 05. 10 E-mail

3차 델파이 조사

(계층화 분석법)
2013. 05. 20 – 2013. 05. 24 E-mail

4)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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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MS Excel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편차 등의 기

술적 통계치와 합의도, 수렴도, CVR 등의 타당도 수치를 분석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에 

사용되는 Expert Choice 11.0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가) 델파이 조사결과의 타당도 분석

최종적으로 획득한 델파이 응답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CVR(내용타

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진단준거의 타당성을 판별하는 기준

기 준 내 용

합의도

제 1사분위 값과 제 3사분위 값이 완전 일치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수록 수치가 감소함.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한 것임

(합의도 ≥ 0.75)

수렴도

의견이 한 점에서 모두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짐.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한 것임

(수렴도 ≤ 0.50)

CVR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비율):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0%이상일 경우, 그 문항은 타당도가 있는 것임

(CVR ≥ 0.49)

자료: 이건남. (2008).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6. 표로 재구성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은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

우가 전체 응답 패널의 50%이상일 때, 그 문항은 내용 타당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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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판단해주는 기준이며,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50%보다 적을 때 CVR은 

음수, 50% 일 때 CVR은 0, CVR이 100% 일 때 CVR은 1이 된다. 즉,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수가 50%~100% 사이일 때, CVR은 0과 1.00 사이에 위치한다. CVR값을 구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다.

                          




  


Ne 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수, 즉 이 연구에서 사용한 Likert식 5점 척도에서 4

점(‘타당하다)과 5점(’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패널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또한 N은 

연구에 참여한 전체 델파이 패널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총 12명의 패널이 참

여할 예정이므로 N은 12다. 이러한 내용타당도 비율은 Lawshe(1975)가 제시한 데이터 값

에 의거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 즉,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내용타당도 비율(CVR) 값을 가진 항

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Lawshe(1975)에 의하면, 델파이에 참여한 패널이 12명일 때에는, CVR값이 최소 0.56 이상

일 경우, 그 문항은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델파이 패널들이 응답한 의견의 타당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합의도와 수렴도

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합의도와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견이 얼마나 합의점으로 수렴되

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1).

합의도  


 수렴도 
  

Q1은 제 1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에 해당하는 값이며, 

Q3는 제 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을 의미한다. Mdn은 

중앙값이다.

합의도는  Q1과 Q3의 값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합의도는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

가 클수록 합의도 값은 감소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합의도가 0.75 이상의 값을 가



- 56 -

질 때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

견이 모두 한 점에서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패널들 간의 의견 편차가 커질수록 

수렴도의 값도 증가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렴도 값이 0.50 이하의 값을 가질 때 

그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한규, 이용환, 2006).

나)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은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통

해 최종 확정된 평가준거에 대해 델파이 패널과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영역-평가항

목-평가지표 각각의 쌍대비교를 <표 Ⅲ-5>에 제시된 9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조

사도구의 전달과 수집은 E-mai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층화 분석법의 통계 프로그램 가

운데 하나인 Expert Choice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도출된 CR(Consistency Rate)을 

근거로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였다. CR은 일관성 비율로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값을 가

질 때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이윤조, 이용환 2009).

<표 Ⅲ-5> 쌍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

척 도 중요도 정도

1 두 개의 준거가 동일하게 중요함 (Equal)

3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약간 중요함 (Week)

5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강하게 중요함 (Strong)

7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 (Very Strong)

9 한 준거가 다른 준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 (Absolute)

자료: Sat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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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의 구안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크게 평가준거들의 타당화를 위한 1,2차 델파이 조사도

구와 평가준거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3차 델파이 조사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평가준거 구안 단계에서 마련된 평가준거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조화

된 문항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기술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1차 델파이에

서 구조화되어 제시된 문항들에 대한 패널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각 질문에 대한 개별 전

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중앙값(median), 사분범위(quartile range)와 같은 기초 통계값을 함

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3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1차와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

으로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준거 개발 단계에서 마련하게 

될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들을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도구는 가중치 

산정을 위해 앞에서 상술하였던 Saaty(1990)의 척도(Saaty’s Rating-Scale Method)를 사용

하였다.

  

가. 평가준거의 구안절차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평가준거 

구안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

았듯이, 조직에서의 긍정적 탐구 활동은 강점, 자원, 역량에 대한 광범위한 긍정적 인터뷰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꿈꾸는 작업 및 실천방안 수립 작업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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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박상곤, 

이태복, 2011).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는 긍정적 탐

구 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활동(Activity)’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준거의 개발 모형 선정과 이에 따르는 평가영역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긍정적 탐구 활동의 모형으로 이론적 정립되어 있는 AI의 ‘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준거의 개발 모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 탐구 활동은 상기 ‘4-D Cycle’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의 개발 과

업 중, 평가를 위한 가장 포괄적 수준의 영역으로써 상기 4가지의 긍정적 활동 단계, 즉, 

Discovery(발견하기), Dream(꿈꾸기), Design(디자인하기),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를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셋째, 선정된 모형과 평가영역에 따라 긍정적 탐구 활동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프로

세스 및 선행연구의 효과성들을 고찰하고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평

가지표의 초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준거의 구안단계는 이 연구의 목적인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영역 선정, 평가항목 선정, 평가지표 선정의 3단계로 나누어 실

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구안

평가영역의 선정은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의 첫 단계로서 평가준거에서 가

장 포괄적인 부분이다. 이 평가영역의 선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긍정적 탐구 활동의 창시

자인 Cooperrider와 Whitney(2005)가 긍정적 탐구 활동의 프로세스로 정의내린 AI ‘4-D 

Cycle’을 적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 탐구 활동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모두 ‘4-D Cycl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으로는 Discovery(발견하기), Dream(꿈꾸기), Design

(디자인하기),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의 ‘4-D Cycle’이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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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어질 수 있다.

또한 평가준거 구안 절차에 따라, 평가영역에 따르는 평가항목의 구안은 선행연구의 결

과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한 평가준거의 틀을 근간으로 하여 평가영역 하위에 존재하는 

평가항목들을 구안하게 된다. 평가항목의 구안은 이론적 배경부분에서 서술하였던 Kim과 

Lee(2013)가 긍정적 탐구 활동의 사례연구 중심의 문헌고찰을 통해, 긍정적 탐구 활동이 

조직에 미치는 효과들을 탐색한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실시단계별 효과모형’을 활용하

고자 한다. Kim과 Lee(2013)는 총 18개의 국내․외 긍정적 탐구 활동 사례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모두 54개의 AI활동 효과성을 추출해 내고, 이를 질적 메타분석법(Qualitative 

Meta-Synthesis)을 활용, 모두 9개의 효과범주로 재분류 및 종합하여 긍정적 탐구의 활동 

단계별로 발생되는 효과들을 범주화하여 하나의 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메타분석법은 개별 질적 연구물에서 나타난 주요한 현상들을 이론적 구조

와 연결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을 형성시키고, 그러한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이론적인 생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Jensen & Allen, 1996). Paterson, Thorne, Canam과 Jillings(2001)는 질적 메타분석의 

실행 단계를 총 6단계; 1단계: 연구의 기반형성, 2단계: 선행연구물의 수집 및 평가, 3단

계: 선행연구 데이터 분석, 4단계: 질적 메타분석 방법의 결정, 5단계: 이론화 작업, 6단계: 

이론화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질적 메타분석의 실행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Kim과 Lee(2013)는 Paterson et al.(2001) 설명에 의거, 이를 3단계로 통합하여 선행 연

구물의 선택, 선행 연구물에 대한 코딩 프로세스, 연구 결과의 범주화로 구분하여 질적 

메타분석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Kim과 Lee(2013)는 각각의 선행 질적 

사례연구들로부터 AI의 효과성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고, 그 부분의 내용들을 대표

할 수 있을만한 키워드(keyword)를 각각 부여했다. 이후 내용이 유사한 키워드끼리 유목

화를 하여 하나의 범주(category)를 구성한 후, 각각의 키워드가 대표하는 내용에 맞게 범

주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통합하여  AI 효과 분류를 위한 틀

(framework)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AI 효과성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효과 모형은 긍정적 탐구의 평가영역 별로 발생하는 효과성들을 범주화하여 활동 

단계 별로 배치 해 놓은 모형으로, 긍정적 탐구 활동의 각 실시단계별 효과성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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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형이며, 이는 결국 긍정적 탐구 활동을 실시할 때, 각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평가영역인 AI의 ‘4-D Cycle’각 단

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단계별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효과 모형의 

‘1. Discovery(발견하기)’영역 내에는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2. 자

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등의 4가지 효과범주가 존재하게 되며, 또한 ‘2. Dream(꿈꾸기)’ 

영역 내에는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등의 2가지 효과범주가 존재한다. 이어지는 ‘3. Design(디자인하기)’영역 내에는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등의 

2가지 효과범주가 존재하며, 긍정적 탐구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영역 내에는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의 1가지 효과범주가 존재하게 된

다.

따라서 상기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총 9개의 효과범주를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각 평가영역별 하위에 위치시켜, 각각의 평가항목으로서 구성하여 

설정하는 것은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개발에 있어 가장 하위에 위치하게 될 핵심

성공요인, 즉 평가지표들을 달성할 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서 설정되기에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표 Ⅳ-1> 참조). 

평가 영역 평가 항목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표 Ⅳ-1>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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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지표 구안

평가준거 구안 절차에 따라 평가지표의 구안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

한 평가영역의 틀을 근간으로 하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 초안을 구안하였다. 평가지

표를 구안할 시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활동(Activity)’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긍정적 탐구 활동 핵심성공요인의 의미와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원을 구분하여, 각 차원별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우선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위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구

안된 평가 항목의 하위단에 위치하게 되며, 긍정적 탐구 활동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지표는 긍정적 탐구 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활동(Activity)’중심

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Kim과 Lee(2013)의 연구에 활용되었던 총 18개의 국내․외 긍

정적 탐구 활동 사례연구들의 문헌분석을 통해 각각의 선행 연구별로 긍정적 탐구 활동 

시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는 ‘활동(Activity)’들을 재분류하여 통합화 하는 과정을 거쳤

다. 즉, Kim과 Lee(2013)의 연구에서 활용된 총 18편의 선행연구들을 재고찰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실제‘활동(Activity)’내역들만 추

출한 후, 이를 다시 각 실시 단계별로 유목화하여 이를 평가지표화(化) 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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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주요 활동(Activity) 연구자

1. Discovery

(발견하기)

가치발견 인터뷰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핵심긍정요소 도출 및

긍정경험 공유
1, 2, 3, 5, 7, 8, 10, 13, 14, 17

2. Dream

(꿈꾸기)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image) 도출 1, 4, 5, 6, 7, 8, 9, 10, 16, 18

3. Design

(디자인하기)

도발적 제안 작성 1, 2, 5, 8, 9, 11, 12, 13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1, 2, 4, 5, 10, 11, 15, 16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1, 2, 7, 8, 9, 12, 14, 16, 18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체계적 적용 및 자가 모니터링 4, 5, 11, 17, 18

주. 1: Kim(2011) 2: Johnson & Leavit(2001) 3: Cooperrider(1986)
4: Giglio, Michalcova and Yates(2007) 5: Whitney, Cooperrider, Garrison and Moore(2002)
6: Retief(2009) 7: Dickerson & Stevens(2011) 8: Conklin & Hart(2009) 9: Jones(1998)
10: Mantel & Ludema(2000) 11: Grandy & Holton(2010) 12: Hart, Conklin and Allen(2008)
13: Newman & Fitzgerald(2001) 14: Elstein & Driver(2007) 15: Giles & Kung(2010)
16: Jang & Park(2012) 17: Head(2006) 18: Akdere(2005)

<표 Ⅳ-2> 긍정적 탐구 실시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유목화

이렇게 각 실시단계별로 진행되는 주요 활동(Activity)들을 바탕으로 장환영과 박경연

(2012)은 중소조직의 비전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상기 AI의 ‘4-D Cycle’을 따라 실제적

으로 수행하였다. 장환영과 박경연(2012)은 AI의 ‘4-D Cycle’을 적용하여 해당 기관의 

새로운 비전수립을 위한 구성원들 간 깊이 있는 성찰과 의견을 교환하여 구성원들을 통

한 조직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해당 워크숍 때 실시되었던 

내용은 아래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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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4-D Cycle’ 비전수립 워크숍에서 다룬 내용

Discovery

(발견하기)

1.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최고의 순간 기술

2. 현재 하는 업무 상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탐색

3. 업무하면서 가장 결과가 좋았던 사업과 그 성공의 핵심 요인 파악

4. 지금부터 10년 후, 기관의 미래모습 상상해보기

Dream

(꿈꾸기)

1. 기관의 미래를 상상하기

2. 바라는 기관의 변화 요인들 탐색

Design

(디자인하기)
1. 핵심 강점을 중심으로 한 바라는 기관의 미래모습 그리기

자료: 장환영, 박경연. (2012). 중소조직의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를 통한 조직개발 사례 연구. 상업교육연구,
26(2), p120.

<표 Ⅳ-3> 긍정적 탐구 활동을 활용한 중소조직 비전수립 워크숍 진행내용

이렇게 AI의 ‘4-D Cycle’을 활용하여 활동 중심으로 긍정적 탐구 실천사례를 증명하

였던 장환영과 박경연(2012)은 연구결과, 성공적 조직개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 역시 긍정적 탐구 활동 시에 각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Activity)’들을 평가지표화 시켜 올바른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장환영과 박경연(2012)이 다루었던 비전수립 워크숍 

내용을 평가지표 구안에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중심의 평가지표 구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핵심성공

요인을 도출할 시, 그 의미와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각각의 차원별로 구분하여 평

가지표를 구안하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지표들을 유사한 속성끼리 내용

별로 구분하여 주는 하나의 분류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들에게 

긍정적 탐구의 올바른 실천과 적용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I 컨설팅 기업인 Appreciative Inquiry werkt(2011)가 네덜란드의 그로

닝겐 대학(The University of Groningen)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AI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의 설명과 정의를 활용하여 핵심성공요인을 다시 3가

지 차원으로 재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한 평가지표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AI 활동에 대한 기획 및 구성, 그리고 진행방식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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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는 AI에 대한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A’표기로 차원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참여자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실천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부여로 구분하여 ‘P’표

기로 차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AI 활동에 대한 관리자 층의 적극적인 스폰

서십 제공과 자율적 변화의 정착을 위한 현장적용의 노력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조직관리

자의 지지 및 AI 종료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두 부분은 모두 ‘O’표기로 차원을 구분하

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AI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 차원 구

분’표는 아래 <표 Ⅳ-4>과 같다.

핵심성공요인

(Appreciative Inquiry werkt, 2011)
의 미 차원 구분

AI에 대한 전문성
AI 활동에 대한 기획 및 구성,

진행방식에 대한 전문성 보유

AI 활동 및 진행내용

(‘A’로 표기)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부여

참여자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P’로 표기)

조직관리자의 지지
AI 활동에 대한 관리자 층의

적극적인 스폰서십 제공 조직적 노력

(‘O’로 표기)
AI 종료 후 유지관리

자율적 변화의 정착을 위한

현장적용의 노력

<표 Ⅳ-4>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 차원 구분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지표 초안을 구안하는 데 있어, 상기 <표 Ⅳ-2> ‘긍정적 탐구 

실시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유목화’ 및 <표 Ⅳ-3> 긍정적 탐구 활동을 활용한 중소조직 

비전수립 워크숍 진행내용, 그리고 <표 Ⅳ-4>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 차원 구분’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AI의 ‘4-D 

Cycle’(평가영역)별로 진행되는 AI의 각 활동(Activity)들을 고려하여 (1) AI 활동 및 진행

내용 차원(‘A’로 표기), (2)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P’로 표기), (3) 조직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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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차원(‘O’로 표기)을 반영한 평가지표 초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인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로서 긍정적 탐구 활동을 구

성하고 있는 ‘4-D Cycle’중 첫 번째 단계인 ‘1. Discovery(발견하기)’영역 내,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항목 아래에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그리고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이라는 지표가 도출되었고,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항목 아래

에는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및 ‘1-2-2. 최

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그리고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라는 지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항목 아래에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및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라는 지표가 도출

되었으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항목 아래에는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및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

출’, 그리고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이라는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인‘2. Dream(꿈꾸기)’영역 내,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

전형성’항목 아래에는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

축’ 및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그리고 ‘2-1-3. 바라는 변

화요인들의 반영’ 이라는 지표가 도출되었고,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항목 아

래에는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및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그리고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지표가 도출되

었다.

또한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세 번째 단계인 ‘3. Design(디자인하기)’영역 내, ‘3-1. 변

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항목 아래에는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

정변화 아젠다 도출’ 및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그리고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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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라는 지표가 도출되었고,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항목 

아래에는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및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그리고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이라는 지표가 도출되었다.

긍정적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4-D Cycle’중 마지막 단계인‘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영역 내,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항목 아래에는 ‘4-1-1. 긍정변

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및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

적용노력’, 그리고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이라는 지표가 도출되었다.

라. 평가준거 초안

이렇게 구안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초안은 총 4개의 평가영역 및 9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2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상술한 평가준거 구안 절차를 통해 마

련된 평가준거 초안은 아래 <표 Ⅳ-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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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A)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A)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A)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핵심긍정요소 도출 (P)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5>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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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A)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A)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A)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노력 (O)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5>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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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의 타당화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델파이 조사법을 활용하

였다. 델파이 조사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함으로써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방법으로 각종 평가의 준거를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이종성, 2001). 이러한 델파이 조사법을 통해 평가준거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는 

데 활용하였다. 

다만, 평가준거의 타당화를 위해서는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지표를 모두 

아우르는 위계적 차원의 검토가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본 연구는 AI의 

운영원칙으로 이미 학계에 정립되어 있는 ‘4-D Cycle’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론적 배경부분에서 이미 서술하였던 Kim과 Lee(2013)의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실시단계별 효과모형’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가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평가준거(평가지표)의 타당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는 평가지표에 대해서 총 2번의 조사

가 진행되었다.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는 델파이 패널로 선정된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되었고, 질문지는 패널 전원에게 

E-mail로 송부되었으며, 응답에 대한 회신 역시 E-mail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총 2회에 걸쳐 실시된 델파이 조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안한 평가준거 초

안에 대해 응답하는 반구조화된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Modified Delphi Method), 여기에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공란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보완

하였으며,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된 평가지표들을 2차 델파이 조사 시에 활용

하려하였다([부록 5] 참조).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 실시에 대한 회수결과는 양쪽 차수 

모두 12명 전원이 참여하여 10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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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제1차 델파이 조사의 평가지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6>과 같다. 전체 27개의 평가

지표 중 26개의 평가지표가 평균 4.0을 넘었으며, 중앙값과 최빈값은 1개의 평가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당성 척도 가운데 4점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긍정률) 역시 전체 지표 평균 93.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CVR(내용 타당도 비율) 값이 0.50이하로 낮게 나타난 총 4개의 지표 중 3개의 지표는 

‘[1] Discovery(발견하기)’평가영역 내에 위치한 평가지표였다. 한편 델파이 전문가 패널

이 12명일 경우에는, CVR 값이 최소 0.56이상이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Lawshe, 1975).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4.25 1.22 75.0 5 5

3.75

∼

5.00

0.50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4.17 1.03 75.0 4.5 5

3.75

∼

5.00

0.50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

e interview) 개발

4.25 0.87 91.7 4 4 4∼5 0.83

(표 계속)

<표 Ⅳ-6>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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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1]

Discovery

(발견하기)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4.75 0.62 91.7 5 5 5 0.83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4.58 0.51 100.0 5 5 4∼5 1.00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4.25 0.87 75.0 4.5 5

3.75

∼

5.00

0.50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4.33 0.89 91.7 4.5 5 4∼5 0.83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4.42 0.51 100.0 4 4 4∼5 1.00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4.50 0.67 91.7 5 5 4∼5 0.83

(표 계속)

<표 Ⅳ-6>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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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5.00 - 100.0 5 5 5 1.00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4.92 0.29 100.0 5 5 5 1.00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4.67 0.65 91.7 5 5

4.75

∼

5.00

0.83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4.75 0.45 100.0 5 5

4.75

∼

5.00

1.00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4.58 0.51 100.0 5 5 4∼5 1.00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4.75 0.45 100.0 5 5

4.75

∼

5.00

1.00

(표 계속)

<표 Ⅳ-6>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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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2] Dream

(꿈꾸기)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4.75 0.45 100.0 5 5

4.75

∼

5.00

1.00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3.92 0.90 58.3 4 3 3∼5 0.17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4.50 0.52 100.0 4.5 4 4∼5 1.00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4.67 0.49 100.0 5 5 4∼5 1.00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4.50 0.52 100.0 4.5 5 4∼5 1.00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4.67 0.49 100.0 5 5 4∼5 1.00

(표 계속)

<표 Ⅳ-6>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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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3] Design

(디자인

하기)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4.75 0.62 91.7 5 5 5 0.83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4.67 0.65 91.7 5 5

4.75

∼

5.00

0.83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4.58 0.51 100.0 5 5 4∼5 1.00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4.92 0.29 100.0 5 5 5 1.00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4.58 0.67 91.7 5 5 4∼5 0.83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4.83 0.39 100.0 5 5 5 1.00

주. 타당성 척도: 1-전혀타당하지 않음, 2-별로 타당하지 않음, 3-보통,
4-약간 타당함, 5-매우 타당함

Lawshe(1975)에 의하면 전문가 패널이 12명일 경우, CVR 값이 최소 0.56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함.

<표 Ⅳ-6> 제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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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델파이조사 실시 결과, CVR(내용 타당도 비율) 값이 0.50이하로 낮게 나타난 총 

4개의 지표 중 3개의 지표는 ‘[1] Discovery(발견하기)’평가영역 내에 위치한 평가지표

였다.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

평가 기회제공’의 지표들이 0.50 이하의 낮은 CVR 값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AI 활동을 

시작할 시, 이미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충분한 전제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AI 활동

을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조직과 참여자 간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

다는 의견을 일부 패널들이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도, 조직의 미래 비전을 충분히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자체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기타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제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여러 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

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들로는 

① 평가준거들 간의 중복, ② 용어 및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미 전달의 부정확성, ③ 

추가되어야 할 사항, ④ 중요성 및 필요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이었다.

이와 같은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

해서는 ① 타당성 미확보(삭제처리), ②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③ 평가준거의 추가 및 

상세화 ④ 평가준거 중복에 따른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지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를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7>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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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유 해당 평가지표 수정 내용

타당성

미확보

(삭제처리)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전문가 패널로부터

평가준거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일괄 삭제처리 함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평가지표 명칭수정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로 수정 (B/P 용어 삭제)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평가지표 명칭 및 정의수정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으로 수정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로 수정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평가지표 정의수정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로

수정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평가지표 명칭 및 정의수정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으로

수정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로 수정

(표 계속)

<표 Ⅳ-7> 제1차 델파이 조사에 의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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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유 해당 평가지표 수정 내용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평가지표 정의수정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로 수정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평가지표 정의수정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로 수정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평가지표 정의수정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로 수정

평가준거의

추가 및 상세화

[1-1-1] (평가지표 추가 및 정의추가)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평가지표 및 정의추가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를 새로이 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평가지표 정의 상세화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로 상세화

평가준거

중복에 따른

통․폐합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평가지표 통합 및 정의수정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으로 평가지표 통․폐합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로 수정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표 Ⅳ-7> 제1차 델파이 조사에 의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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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삭제,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지표 

초안 총 27개 지표가 23개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본 논문 [부록 5]에 추가적

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제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에도 자세하게 명기하여 

전체 전문가 패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4,5 참조). 

궁극적으로 제2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는 <표 Ⅳ-8>

와 같이 4개 평가영역, 9개 평가항목, 23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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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1-2]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8> 제2차 델파이 조사용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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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8> 제2차 델파이 조사용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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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8> 제2차 델파이 조사용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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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8> 제2차 델파이 조사용 평가준거

나.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제2차 델파이 조사의 평가지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9>와 같다.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거치며 전체 27개의 평가지표 중, 4개의 평가지표가 타당성의 미확보로 삭제가 되

었고,, 최종적으로 23개의 평가지표가 본 제2차 델파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최종적인 23개 

지표 모두가 평균 4.0을 넘었으며, 중앙값과 최빈값 역시 모든 평가지표에서 모두 4~5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당성 척도 가운데 4점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긍정적 응답률(긍정률) 

역시 전체 지표 평균 97.8%로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보다 약 4%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

다. CVR(내용 타당도 비율) 값 역시 23개 모든 지표에서 0.56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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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Lawshe(1975)에 의하면 델파이 전문가 패널이 12명일 경우에, CVR 값이 최소 0.56

이상이면 해당 지표는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모든 평가지표에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과 타당성 척도 4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률 역시 모두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일치 정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

e interview) 개발

4.25 0.87 91.7 4 4 4∼5 0.83

[1-1-2]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Affirmativ

e Topic)의 선정

4.83 0.39 100.0 5 5 5∼5 1.00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4.92 0.29 100.0 5 5 5∼5 1.00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4.67 0.49 100.0 5 5 4∼5 1.00

(표 계속)

<표 Ⅳ-9> 제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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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1]

Discovery

(발견하기)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4.58 0.51 100.0 5 5 4∼5 1.00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4.33 0.49 100.0 4 4 4∼5 1.00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4.42 0.51 100.0 4 4 4∼5 1.00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5.00 - 100.0 5 5 5 1.00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5.00 - 100.0 5 5 5 1.00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4.75 0.62 100.0 5 5 5 1.00

(표 계속)

<표 Ⅳ-9> 제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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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5.00 - 100.0 5 5 5 1.00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4.92 0.29 100.0 5 5 5 1.00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4.83 0.39 100.0 5 5 5 1.00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4.50 0.52 100.0 4.5 4 4∼5 1.00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4.67 0.49 100.0 5 5 4∼5 1.00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4.50 1.17 91.7 5 5

4.75

∼

5.00

0.83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4.67 0.65 91.7 5 5

4.75

∼

5.00

0.83

(표 계속)

<표 Ⅳ-9> 제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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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앙

값

최빈

값

사분

범위

[3] Design

(디자인

하기)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4.67 0.89 91.7 5 5 5 0.83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4.67 0.89 91.7 5 5 5 0.83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4.58 0.90 91.7 5 5

4.75

∼

5.00

0.83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4.92 0.29 100.0 5 5 5 1.00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4.83 0.39 100.0 5 5 5 1.00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4.83 0.39 100.0 5 5 5 1.00

주. 타당성 척도: 1-전혀타당하지 않음, 2-별로 타당하지 않음, 3-보통,
4-약간 타당함, 5-매우 타당함

Lawshe(1975)에 의하면 전문가 패널이 12명일 경우, CVR 값이 최소 0.56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함.

<표 Ⅳ-9> 제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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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해 보니 크게 2가지, 즉, ① 평

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모호함, ② 평가지표에서 상세화 해야 할 내용으로 패널들의 의

견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에서 1개의 평가지표, [3] Design(디자

인 하기) 영역에서 2개의 평가지표,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에서 1개의 평가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내용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하였다. 이렇게 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①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② 평가지표의 상세화 등 

크게 2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해 최종적인 평가준거를 확정하였다.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에 따라 평가지표를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Ⅳ-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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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유 해당 평가지표 수정 내용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평가지표 명칭 및 정의수정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로 수정

‘조직의 핵심긍정요소(Positive

Core)를 밝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 긍정주제(Affirmative

Topic)에 대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로 수정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평가지표 명칭 및 정의수정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으로

수정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는가? ’로 수정

평가준거의

상세화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평가지표 정의 상세화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제시하였는가?’로 상세화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평가지표 정의 상세화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긍정변화 실행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로 상세화

<표 Ⅳ-10> 제2차 델파이 조사에 의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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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 따른 패널간의 의견 합의도 및

수렴도 검증

평가지표에 대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에 따른 의견합의도 및 수렴도를 산출하여 제시

하면 <표 Ⅳ-11>과 같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합

의도 및 수렴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합의도 수치가 대부분 유지

하거나 증가하였고, 수렴도의 경우도, 긍정적인 값으로 변화하거나 유지하였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

의

도

수

렴

도

Q1 Q3 Mdn

합

의

도

수

렴

도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

가치와

목표

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4 5 4 0.75 0.5 4 5 4 0.75 0.5

[1-1-2]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신설지표 5 5 5 1.00 0.0

[1-2]

자아

성찰을

통한

구성원

의 자아

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5 5 5 1.00 0.0 5 5 5 1.00 0.0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4 5 5 0.80 0.5 4 5 5 0.80 0.5

(표 계속)

<표 Ⅳ-11> 제1차 및 제2차 델파이 조사 합의도와 수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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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1]

Discovery

(발견

하기)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

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

로의 정보를 적극

적으로 공유하려

는 행동지향성

4 5 4.5 0.78 0.5 4 5 5 0.80 0.5

[1-3-2]

다양성을 존중하

는 태도

4 5 4 0.75 0.5 4 5 4 0.75 0.5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

게 할 수 있는 권

한부여

4 5 5 0.80 0.5 4 5 4 0.75 0.5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

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

사용

5 5 5 1.00 0.0 5 5 5 1.00 0.0

[1-4-2]

참여자 모두가 공

감하는 조직의 핵

심긍정요소 도출

5 5 5 1.00 0.0 5 5 5 1.00 0.0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4.75 5 5 0.95 0.13 5 5 5 1.00 0.0

(표 계속)

<표 Ⅳ-11> 제1차 및 제2차 델파이 조사 합의도와 수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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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

al) 및

비전

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

요소에 기반한 조

직의 긍정적 미래

상 구축

4.75 5 5 0.95 0.13 5 5 5 1.00 0.0

[2-1-2]

희망하는 변화요

인들의 반영

4.75 5 5 0.95 0.13 5 5 5 1.00 0.0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

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

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4.75 5 5 0.95 0.13 5 5 5 1.00 0.0

[2-2-2]

조직의 새로운 미

래가치 창출

4 5 4.5 0.78 0.5 4 5 4.5 0.78 0.5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

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

래상을 반영한 긍

정변화 아젠다 도

출

4 5 5 0.80 0.5 4 5 5 0.80 0.5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 p r o v o c a t i v e

proposition) 구축

4 5 4.5 0.78 0.5 4.75 5 5 0.95 0.13

[3-1-3]

조직 현실에 기반

한 긍정변화 실행

계획 수립

4 5 5 0.80 0.5 4.75 5 5 0.95 0.13

(표 계속)

<표 Ⅳ-11> 제1차 및 제2차 델파이 조사 합의도와 수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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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3]

Design

(디자인

하기)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

디어 및

지식

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

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

의 명확화

5 5 5 1.00 0.0 5 5 5 1.00 0.0

[3-2-2]

긍정변화 실행계

획의 우선순위화

4.75 5 5 0.95 0.13 5 5 5 1.00 0.0

[3-2-3]

도발적 제안

( p r o v o c a t i v e

proposition)과 긍

정변화 실행계획

과의 연계성

4 5 5 0.80 0.5 4.75 5 5 0.95 0.13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

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

획에 대한 공식적

인 선포 및 지원

요청

5 5 5 1.00 0.0 5 5 5 1.00 0.0

[4-1-2]

긍정변화 실행계

획의 현업적용시

도

4 5 5 0.80 0.5 5 5 5 1.00 0.0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5 5 5 1.00 0.0 5 5 5 1.00 0.0

주. 타당성 척도: 1-전혀타당하지 않음, 2-별로 타당하지 않음, 3-보통,
4-약간 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Ⅳ-11> 제1차 및 제2차 델파이 조사 합의도와 수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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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준거 확정

제1차와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화 및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는 <표 Ⅳ-11>과 같다. 최종 확정

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는 총 4개의 평가영역(AI의 4-D Cycle)과 9개의 평가항

목(AI의 9가지 효과성), 그리고 총 2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된 평가 준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표 Ⅳ-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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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핵심긍정요소(Positive Core)를 밝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에 대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12> 최종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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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12> 최종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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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표 Ⅳ-12> 최종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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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긍정변화 실행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2> 최종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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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총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23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제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다. 제3차 델파이 조사는 제1차 및 제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 12명 전원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부록 7]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학계에서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또한 AI의 운영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AI의 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

로 설정하였고, 또한 Kim과 Lee(2013)의 연구에서 증명된 AI의 4-D Cycle별 9가지 효과성

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HRD 담당자가 조직 현장에서 직접

적으로 AI를 운영할 시에는, 이미 이론적으로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 평가영역이나, 우리

가 AI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관련성

이 적다고 판단되어진다. 

오히려 조직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여 조직개발을 시도하려는 현장의 HRD 담당자들에

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23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운영할 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평가지표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려는 것이 조직 현장에 시사해 줄 수 있는 매우 큰 의의라고 생각하였

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본 제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평가영역(AI의 4-D Cylce)별로 

존재하는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에서는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 필요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

하여 응답한 집단의 평가치를 통합하여야 하는데, 이 방법에는 집단평가방법과 수치통합

방법이 있다. 집단평가방법은 평가자들의 의견을 토의와 투표를 통하여 결집하고 이를 근

거로 단일 이원비교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이며, 수치통합방법은 집단 구성원 각각의 이원

비교행렬을 수집하고 집단 전체의 평가치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12명의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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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단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

치통합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통합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재성, 2006). 첫 번째 방

법은 평가자가 작성한 이원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들을 기하평

균하여 통합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이원비교행렬을 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

은 평가자가 작성한 이원비교행렬을 계산하여 최대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구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자의 고유벡터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통합된 가중치를 구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고유벡터값을 기하평균하여 수치통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최종 통합결과간에 때때로 순

위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준거간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수치통합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패

녈들이 응답한 원자료를 이원비교 입력 행렬로 전환하고 이원비교행렬의 동일 성분값을 

기하평균하여 얻어진 값으로 새로운 종합행렬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이원비교 입력 행렬

의 각 열의 합을 구하고, 입력행렬의 각 원소들을 해당 열의 합으로 나누어 각 열마다 1

이 되도록 정규화한다. 정규화된 행렬의 각 행을 합하고 이를 평가준거 수로 나누어 평균

을 구하는데, 이때 구해진 산술 평균값이 평가준거 간의 가중치가 된다.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 간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가.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각각의 평가영역별(AI의 4-D Cycle별)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다음과 같

다. 

1) Discovery(발견하기) 단계 및 영역

Discovery(발견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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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전체

[1] Discovery

(발견하기)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0.315 0.218 0.278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0.157 0.225 0.193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0.130 0.105 0.120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0.096 0.063 0.083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0.083 0.076 0.081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0.066 0.057 0.065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0.049 0.040 0.047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0.024 0.043 0.033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0.046 0.138 0.068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0.032 0.034 0.033

합 계 1.000 1.000 1.000

일관성 비율(CR) 0.131 0.080 0.102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3> Discovery(발견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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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

정’(27.8%)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19.3%)의 

지표가, 그리고 뒤이어‘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

시’(12.0%)의 지표 순으로 인식하였다.

학계 전문가 집단은 전체적 우선순위와 똑같은 지표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 전문가 집단은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

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22.5%)의 지표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는‘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

정’(21.8%)의 지표를, 그리고 뒤이어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

요소 도출’(13.8%)의 지표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계층화 분석법(AHP)에 활용되는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하여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을 계산할 수 있는데,이 값이 0.1 이하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고, 0.2 이내일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나 그 이상이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AHP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AHP 분석을 할 경우 0.2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만석 외, 2010).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Discovery(발견하기) 단계에서 학계 전문

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은 0.131로써, 산업계 전문가 집단의 0.080 보다 일관성이 다소 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Dream(꿈꾸기) 단계 및 영역

Dream(꿈꾸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 <표 Ⅳ-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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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전체

[2] Dream

(꿈꾸기)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0.565 0.537 0.553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0.210 0.187 0.200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0.125 0.156 0.139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0.100 0.120 0.108

합 계 1.000 1.000 1.000

일관성 비율(CR) 0.097 0.151 0.121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4> Dream(꿈꾸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전체적으로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

축’(55.3%)의 지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1-2. 희망

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20.0%)의 지표가, 그리고 뒤이어‘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13.9%)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계 전문가 집단 및 산업계 전문가 집단 인식한  Dream(꿈꾸기) 단계의 총 4개 지표

의 중요도 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

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55.3%)의 지표는 양 집단 모두 평균 50%가 넘는 강한 중

요도를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탐구 활동의 두 번째 Dream(꿈꾸기) 단계에서의 일관성 비율은 학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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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이(0.097), 산업계 전문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0.151) 보다 높게 나

타났다.

3) Design(디자인하기) 단계 및 영역

Design(디자인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 <표 Ⅳ-15>과 

같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전체

[3] Design

(디자인하기)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0.384 0.281 0.339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0.182 0.211 0.195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0.162 0.196 0.176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0.121 0.137 0.127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0.091 0.090 0.091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0.062 0.087 0.072

합 계 1.000 1.000 1.000

일관성 비율(CR) 0.135 0.091 0.110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5> Design(디자인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전체적으로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

출’(33.9%)의 지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3-1-2. 조직



- 104 -

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19.5%)의 지표

가, 그리고 뒤이어‘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17.6%)의 순으

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계 전문가 집단 및 산업계 전문가 집단 인식한 Design(디자인하기) 단계의 총 6개 지

표의 중요도 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33.9%)의 지표는 양 집단 모두 30%에 가까운 강

한 중요도를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세 번째 Design(디자인하기) 단계에서의 일관성 비율은 산업

계 전문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이(0.091), 학계 전문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0.135) 보다 높

게 나타났다.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 및 영역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아래 <표 

Ⅳ-16>과 같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전체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0.561 0.453 0.514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0.300 0.368 0.328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0.140 0.179 0.158

합 계 1.000 1.000 1.000

일관성 비율(CR) 0.053 0.000 0.018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6>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에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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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51.4%)

의 지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4-1-2. 긍정변화 실행

계획의 현업적용시도 ’(32.8%)의 지표가, 그리고 뒤이어‘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15.8%)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계 전문가 집단 및 산업계 전문가 집단 인식한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의 

총 3개 지표의 중요도 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4-1-1. 긍정변화 실행계

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51.5%)의 지표는 양 집단 모두 50%에 가까운 강

한 중요도를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탐구 활동의 마지막 Destniy(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에서의 일관성 비율

은 산업계 전문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이(0.000), 학계 전문가 집단의 일관성 비율(0.0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평가준

거 중에서도 특히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현장에서 실천할 시에 필요한 실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는 각 평가영역(AI의 4-D Cycle)별 ‘평가지표’를 개발

하여 이에 대한 타당도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각 평가영역(AI의 4-D Cycle) 별로 존재하

는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함으로써,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실

천할 시, AI의 4-D Cycle별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주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각 평가지표들에 대

한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를 평가영역별로 정리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평가지표

에 대한 전체 및 패널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를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면 <표 Ⅳ-17>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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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전체

[1] Discovery

(발견하기)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31.5%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22.5%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27.8%

[2] Dream

(꿈꾸기)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56.5%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53.7%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55.3%

[3] Design

(디자인하기)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38.4%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28.1%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33.9%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56.1%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45.3%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51.4%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Ⅳ-17> 평가지표에 대한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각 평가영역별로 정리해 본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첫 단계인 [1] Discovery(발견하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최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일치하였다.

이는 긍정적 탐구 활동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

(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은 결국, AI의 4-D Cycle별로 진행되는 많은 활동(Activity) 중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하고, 또한 AI를 실시하는 주체인 HRD 담당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활

동(Activity)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 시 전문가 집단에 속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주관적 평가

를 수행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일관성 비율은 학계 전문가 집단의 경우 4개 영역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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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104를 기록하여 산업계 전문가 집단의 4개 영역 평균값인 0.080보다 낮은 수치를 기

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학계 전문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긍정적 탐구 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체득화 된 산업계 전문가 집단만의 

공통된 학습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산업계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긍정

적 탐구에 대한 연구 및 실천 활동들에 비해, 아직 학계에서는 긍정적 탐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미진하여 학계 전문가 집단만의 공통된 의견과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된다.

김창희와 이찬(201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탐구의 각 실행단계별 실천 지침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

인과 평가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직 현장의 HRD 실무자들이 AI를 조직 현장에 도입

하여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긍정적 탐구

와 관련된 미진한 연구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학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108 -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를 구안하고, 구안된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 탐구 활동 및 긍

정적 탐구의 진행절차, 운영원리, 효과성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탐

구 활동 평가준거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준거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평가영역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미 Cooperrider와 Whitney(2005)에 의해 긍정적 탐구 활동의 모형

으로 정립되어 있는 AI의 ‘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으로서 설정하였다.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 

탐구 활동은 상기 ‘4-D Cycle’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영역에 따라 Kim과 Lee(2013)가 제시한 긍정적 탐구 활동 4-D 

Cycle별 9가지의 효과성을 본 연구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9가지 효과성을 각 평가영역(AI 4-D Cycle)에서 달성해야 할 각각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평가영역별 하위의‘평가항목’들로써 9가지의 평가항목을 구안한 것이다. 

이러한 9가지 평가항목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평가지표들은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

들이 AI의 9가지 효과성, 즉, 9가지의 평가항목들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 탐구 

활동 실천 및 점검 지표들이다. 

상기와 같이 도출된 평가준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학계에 이미 긍정적 탐구 활동의 운영원리와 효과성으로 정립되어 있는 평가영

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자가 구안한 평가지표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만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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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은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지표들

이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실천된다면, 이러한 평가지표들에 기반한 

긍정적 탐구의 9가지 효과성(Kim & Lee, 2013)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효과성의 발생은 

HRD 담당자가 목표하였던 소기의 조직개발을 가능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

제에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평가준거의 구안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영역’은 이미 학계에서 정립되어 통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AI의 ‘4-D Cycle’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긍정적 탐구의 9가지 효과성(Kim & 

Lee, 2013)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준거의 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평가지표’는 긍정

적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따라 측정과 관찰, 분석이 되어야 하는 대상

이다.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구안하였다.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활동(Activity)’중심으

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긍정적 탐구 활동 핵심성공요인의 의미와 범

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원을 구분하여, 각 차원별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 구안 원칙에 따라 9개의 평가항목들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평가항

목당 각각 3개의 평가지표씩, 총 27개의 평가지표를 구안하였다.  

나. 평가준거의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 구안단계에서 개발된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화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법을 적용하였다.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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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델파이 방법이 본 연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

문이다. 

일반적인 AI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조직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AI의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연구자가 구안한 평가준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AI 전문가 6명 및 학계의 AI 전문가 6명 등 총 12명의 델파

이 패널위원들과 함께 델파이 조사법과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 이미 긍정적 탐구 활동의 운영원리와 효과성으로 정립되어 

있는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자가 구안한 평가지

표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만을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최초로 구안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 27개에 대

한 타당성 검증을,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며 수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 23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평가영역별 내에 존재하는 평가지표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12명의 델파이 패널 모두가 3차 조사까지 100% 참여하였다. 각 단계별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 정도와 각 문항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

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패

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검증하였는데 모든 

평가지표의 의견에 대한 합의가 검증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타당도의 평균값이 

4.71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0.50으로 긍정적인 값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지표는 총 4개의 평가영역 및 

9개의 평가항목, 2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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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평가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계층화 분석법

의 집단 평가치를 통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치통합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통합법

은 전체 평가자들의 평가치를 기하평균하고 이를 단일 이원비교행렬로 변환하여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 필요한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 평가

영역별 하위에 존재하는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함으로써, AI의 4-D 영역

별로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운영할 시에,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평가지표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 패널, 산

업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개의 각 평가영역별로 정리해 본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긍정

적 탐구 활동의 첫 단계인 [1] Discovery(발견하기)를 제외한 모든 평가영역에서 학계 전

문가와 산업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최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일치함을 나타냈다. 

2. 결론

이 연구는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

가준거 중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긍정적 탐구와 관련된 전문가 패널 12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 23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긍

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다만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은 학계에 

이미 정립되고 통용되고 있는 AI의 4-D Cycle과 Kim과 Lee(2013)의 AI의 9가지 효과성으

로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 패널

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이에 따라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 과업 중, 평가를 위한 가장 포괄적 수준

의 평가 영역으로써 4가지의 긍정적 탐구 활동 단계, 즉, Discovery(발견하기), Dream(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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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 Design(디자인하기),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의 ‘AI 4-D Cycle’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영역에 따라 Kim과 Lee(2013)가 제시한 긍정적 탐구 활동의 4-D 

Cycle별 9가지의 효과성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긍정적 탐구 활동의 

9가지 효과성을 각 평가영역(AI 4-D Cycle)에서 달성해야 할 각각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평가영역별 하위에 위치하는 ‘평가항목’들로써 이를 구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 Discovery(발견하기)’평가영역 내에는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

료화’,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

화’,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등의 4가지 평가항목이 위치하게 되며, 또한 

‘2. Dream(꿈꾸기)’ 평가영역 내에는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등의 2가지 평가항목이 위치하게 된다. 이어지는 ‘3. Design(디

자인하기)’평가영역 내에는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등의 2가지 평가항목이 자리 잡게 되며, 긍정적 탐구 활동

의 마지막 단계인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평가영역 내에는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의 1가지 평가항목이 자리 잡게 된다.

평가지표는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1-2-2. 최

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

도’,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

긍정요소 도출’,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2-1-1. 조직의 핵심긍

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

출’,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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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4-1-2. 긍정변화 실

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의 2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는 총 12명의 델파이 패널들로부터 평균 90%이상의 긍정적 

응답률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최

종적으로 확정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는 조직개발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세부

적인 내용임과 동시에 조직개발의 목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해 있

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조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최종 목표를 본 연구에

서의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던, ‘조직가치와 목표의식의 명료화’와 ‘공통된 이상

(ideal) 및 비전의 형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및 ‘자

율적인 변화정착’으로 목표를 기술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활용, 조직개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로 도출되었던 지표들

은 조직개발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역시 또한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를 선정’하고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인터뷰를 실시’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을 구축하고, 또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를 직접적

인 조직개발을 위해 행해야 하는 내용들로써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즉, 본 연구결

과인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의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조직개발을 위한 하나의 중요

한 지침서이자 참고자료가 되어 줄 수 있다.

둘째,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하여 평가영역 별로 존재하는 각 평가지표들 간 상대

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 Discovery(발견하기)’ 평가영역 내에서는 ‘1-1-1. 조직변

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의 지표가, ‘2. Dream(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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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가영역 내에서는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의 지표가, ‘3. Design(디자인하기)’ 평가영역 내에서는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의 지표가, ‘4. Destiny(꿈의 미래 실

현하기)’ 평가영역 내에서는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

요청 ’의 지표가 다른 지표들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들 간의 우선순위는 조직 현장에서 긍정적 탐구를 실

시하고자 하는 HRD 담당자들에게 긍정적 탐구의 각 단계별로 실시되는 활동들에 대한 

중요도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조직

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긍정적 탐구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과 현

장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두 공통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긍정적 탐구가 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조직 현장에 적용되어 줄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므로 실제 조직 현장

에서 HRD 담당자가 긍정적 탐구 활동을 조직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 연구

의 결과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에 대해 델파이 패널인 전문가 집단별(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로 인식하는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평가영역별로 

존재하는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첫 단계인 

[1] Discovery(발견하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가 인식하

는 최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준거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연구 결과로 나타난 순위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들이 실제 긍정적 탐구 활동의 적용을 

시도할 때, Discovery(발견하기), Dream(꿈꾸기), Design(디자인하기), Destiny(꿈의 미래 실

현하기)의 각 단계별 해당 평가준거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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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의 추진 방향과 개발된 평가준거에 대한 현장 적용

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긍정성 중심의 HRD가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긍정적 탐구는 지금까지 우

리가 행해왔던 문제를 발견하고 세분화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나 담

당자에게 의존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HRD Intervention으로써 소개되었다. 현실적인 책임추궁 또는 근시안적인 대안

을 벗어나 근본적인 미래가치에 집중하여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도 긍정적 탐구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와 현장에서의 워크숍 등이 과거보다는 활발

히 실시되고 있지만, Cooperrider와 Whitney(2005)가 애초에 주창하였던 긍정적 탐구가 가

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표준화 된 하나의 지침으로서 국내에 소개된 사

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긍정적 탐구가 단순한 조직개발의 한 트렌드로서 

활용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닌, 조직 내 자율적인 변화정착을 이끌어 주는 진정한 조직변

화관리 기법으로서 긍정적 탐구가 올바르게 조직에서 활용되고 실천되고자 함에 본 연구

의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긍정적 탐구 기법이 조직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조직개발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 수준에서 필요한 평가지표를 넘어선, 

긍정적 탐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던 긍정적 탐구 활동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한 행동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참여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와 성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긍정적 탐

구 활동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되지만, 실제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실

시 이후, 이것이 참여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경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후

속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과지향 HRD를 가

능케 하여 조직성과와 개발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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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조직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라 긍정적 탐구 

활동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 연구결과

를 통해 제시된 평가준거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일부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만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탐구 활동을 활용하려고 하는 조

직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상황과 긍정적 탐구 활동의 활용목적을 다시한번 고

려하여 본 평가준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탐구 활동이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었던 다양한 장면속의 Best Practice 사

례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례연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황과 그 속에 포함된 의미

와 시사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풍부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결과로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것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해당 분야의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긍정적 탐구가 조직 

현장에 적용되어 소기의 조직개발 성과를 달성한 사례들을 국내․외 장면에서 발견하고 제

시해 줌으로써, 향후 조직에 긍정적 탐구 도입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과 당위성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개발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도 지금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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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제 1차 조사 및 자문의뢰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본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창희입니다. 현재 저는 제 석사학위논문으로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는 긍정적 탐구를 통해 조직개발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긍정적 탐구 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이것이 
HRD 담당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현재 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들을 평가준거로서 세분화하여 조직 
현장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직에서 긍정적 탐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조직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평가준거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준거의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델파이 조사지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는 물론이거니와, 조직 내 긍정적 
탐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고견들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일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구안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구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긍정조직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문위원님과 소속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창 희

지도교수 이 찬 

  

 
 ☞ 문의 및 연구자(김창희) 연락처

   [Mobile] 010-4646-1615   [Office] 02-880-4848   [E-mail] enjoyhr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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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자문 위원 승낙서

※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자문 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 명

연령 (만)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최종 학력 학사(     )     석사(     )     박사(     )

최종 
전공명

연 락 처

직장명:                      부서:

직장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본 델파이 조사는 의견 수렴 및 응답의 편의를 위하여 

   E-Mail을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129 -

[부록 3]   

1차 델파이 조사 안내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처음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수정 델

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였습니다. (1차 및 2차 델파이는 평가지표

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3차 델파이는 AHP 기법에 의한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델파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

록 반구조화된 조사 문항을 제작하였고, 반응 척도는 델파이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평가준거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평가영역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미 Cooperrider와 Whitney(2005)에 의해 긍정적 탐구 활동의 모

형으로 정립되어 있는 AI의 ‘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으로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 탐구 활동은 상기 ‘4-D Cycle’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개발 과업 중, 평가를 위한 가장 포괄적 수준의 평가 영역

으로써 상기 4가지의 긍정적 활동 단계, 즉, ‘1. Discovery(발견하기)’, ‘2. Dream(꿈꾸

기)’, ‘3. Design(디자인하기)’,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의 ‘AI 4-D Cycle’

을 본 연구를 위한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영역에 따라 Kim과 Lee(2013)가 제시한 긍정적 탐구 활동 4-D 

Cycle별 9가지의 효과성을 본 연구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자는 긍정적 

탐구 활동의 9가지 효과성을 각 평가영역(AI 4-D Cycle)에서 달성해야 할 각각의 ‘목

표’로 설정하고, 각 평가영역별 하위에 위치하는 ‘평가항목’들로써 이를 구안한 것입

니다. 아래의 [참고 1.] 그림은 AI의 4-D Cycle별 9가지 효과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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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긍정적 탐구 활동의 실시단계별 효과성
자료: Kim, C. H., & Lee, C. (2013, February). Proposal of a Framework for Measuring and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Appreciative Inquiry. Paper presented at the 20th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2013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ashington, DC.
  ※ Kim, C. H.는 연구자인 저 김창희 본인이며, Lee, C.은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이찬 교수님이십니다.  

  ※ 2013년 2월, 미국 Washington D.C 2013 AHRD(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일부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9가지 평가항목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를 위한 평가지표 총 27개를 

도출하였는데, 제가 평가지표를 구안할 시 주안점을 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긍정적 탐구 활동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종의‘활동

(Activity)’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탐구 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

는 ‘활동(Activity)’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본 연구가 현재 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긍정적 탐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핵심성공요인’들을 평가준거로서 세분화하여 조직 현장에 제공하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연구목적을 상기, 긍정적 탐구 활동 핵심성공요인의 의미와 범주를 명확히 설정

하고 이에 적합한 차원을 구분하여, 각 차원별로 평가지표가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

니다. 이러한 긍정적 탐구의 ‘핵심성공요인’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

는 AI 컨설팅 기업인 Appreciative Inquiry werkt(2011)가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The 

University of Groningen)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AI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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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심성공요인(What are the key success factors for appreciative inquiry?)’의 설명과 

정의를 활용하여 AI의 핵심성공요인을 3가지 차원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수 상기 2가지 주안점을 바탕으로 하여, Kim과 Lee(2013)의 연구에 활용되었던 긍정적 

탐구 활동 사례 연구들의(Case Study) 문헌분석을 통해 각각의 연구별로 긍정적 탐구 활

동 시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는 ‘활동(Activity)’들을 취합 및 재분류하여 통합화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참고 2.>, 이렇게 통합화 된 내용을 AI의 3가지 핵심성공요인으로 재구

분, 별도로 평가지표들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참고 3.>,<참고 4.> 

평가 영역 주요 활동(Activity) 연구자

1. Discovery

(발견하기)

가치발견 인터뷰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핵심긍정요소 도출 및

긍정경험 공유
1, 2, 3, 5, 7, 8, 10, 13, 14, 17

2. Dream

(꿈꾸기)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image) 도출 1, 4, 5, 6, 7, 8, 9, 10, 16, 18

3. Design

(디자인하기)

도발적 제안 작성 1, 2, 5, 8, 9, 11, 12, 13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1, 2, 4, 5, 10, 11, 15, 16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1, 2, 7, 8, 9, 12, 14, 16, 18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체계적 적용 및 자가 모니터링 4, 5, 11, 17, 18

1: Kim(2011) 2: Johnson & Leavit(2001) 3: Cooperrider(1986) 4: Giglio, Michalcova and Yates(2007)
5: Whitney, Cooperrider, Garrison and Moore(2002) 6: Retief(2009) 7: Dickerson & Stevens(2011)
8: Conklin & Hart(2009) 9: Jones(1998) 10: Mantel & Ludema(2000) 11: Grandy & Holton(2010)
12: Hart, Conklin and Allen(2008) 13: Newman & Fitzgerald(2001) 14: Elstein & Driver(2007)
15: Giles & Kung(2010) 16: Jang & Park(2012) 17: Head(2006) 18: Akdere(2005)

<참고 2.> 긍정적 탐구 실시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유목화



- 132 -

차 원 구 분
핵심성공요인

(Appreciative Inquiry werkt, 2011)
의 미

AI 활동 및 진행내용 (A) AI에 대한 전문성
AI 활동에 대한 기획 및 구성,

진행방식에 대한 전문성 보유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P)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부여

참여자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

조직적 노력 (O)

조직관리자의 지지
AI 활동에 대한 관리자 층의

적극적인 스폰서십 제공

AI 종료 후 유지관리
자율적 변화의 정착을 위한

현장적용의 노력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참고 3.> 긍정적 탐구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가지 핵심성공요인 차원 구분

 [본 논문의 논지]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조직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활용하여 

조직개발을 시도할 시, AI 활동의 핵심성공요인 준수(=평가지표)로부터 최초 시작하여, 이

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AI가 실행된다면, 결국 조직에 AI의 9가지 효과가 발생(Kim&Lee, 

2013)(=평가항목) 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해 주면서 마침내 

조직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흐름의 논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안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초안은 아래 <참고 4.>과 같이 총 4개

의 평가영역 – 총 9개의 평가항목 – 총 27개의 평가지표들로 최종 구안되었습니다. 하기

와 같이 구안된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답변

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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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Kim&Lee, 2013) 평가 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A)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A)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A)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핵심긍정요소 도출 (P)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참고 4.>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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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Kim&Lee, 2013) 평가 지표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A)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A)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A)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노력 (O)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참고 4.>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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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평가지표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 (1차 델파이 조사)

평가준거 초안에서 각 평가항목 별 하위에 위치한 [평가지표]들은 모두 27개의 지표들로 설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응답예시를 참고해 주시어, 긍정적 탐구 활동의 평가준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각 평가항목 별로 구안된 평가지표
들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의견란에는 추가・삭제・수정될 필요가 있는 평가지
표들의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예시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

한 명확한 설명

- AI 프로그램 시작 시, 해당 조

직에 대한 역사와 현황, 미래 비

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실시하

였는가?

1 2 3 4 ✔5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

한 진단 실시

- 참여자들에게 조직의 새로운 변

화가능성에 대한 진단(ex:설문 또

는 토론 등)을 실시하였는가?

1 2 ✔3 4 5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

용을 개발하였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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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 AI 활동 시작 시, 해당 조직에 대

한 역사와 현황, 미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실시하였는가?

1 2 3 4 5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실시

- 참여자들에게 조직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ex:설문 또는

토론 등)을 실시하였는가?

1 2 3 4 5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

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

을 개발하였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

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

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

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 2 3 4 5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

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

들의 최고 긍정경험(B/P)를 전체적으

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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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

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서로의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하였는

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

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

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

을 지향하고 있는가?

1 2 3 4 5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참여 집단 간 서로의 다양성을 존

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

고 있는가?

1 2 3 4 5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

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

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

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

용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

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

용하였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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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

심긍정요소 도출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 2 3 4 5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

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

었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n [1] Discovery(발견하기) 종합의견 :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

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

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구축하였는가?

1 2 3 4 5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

확성

-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이 명확하게 이미지로서 표현

되고 구현되었는가?

1 2 3 4 5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참여자들이 바라고 있는 변화요인

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

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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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2]
Dream
(꿈꾸기)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

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1 2 3 4 5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 외부세계(ex:컨설팅업체와 같은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최

소화 한 조직 자생적인 긍정적 미래

상을 도출하였는가?

1 2 3 4 5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n [2] Dream(꿈꾸기) 종합의견 :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

변화 아젠다 도출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

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였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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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

정에너지 생성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

축하여 제시하였는가?

1 2 3 4 5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

계획 수립

- 조직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고

려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

할과 책임(R&R)의 명확화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

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

하여 제시하였는가?

1 2 3 4 5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

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

가?

1 2 3 4 5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

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n [3] Design(디자인하기)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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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직에 공

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1 2 3 4 5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

하려는 시스템적인 노력 또는 조직

문화적인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려

하였는가?

1 2 3 4 5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

하였는가?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n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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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기타 의견

 이 외에도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
견 및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n 의 견 :

연구와 업무에 바쁘심에도 이렇게 델파이 조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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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델파이 제 2차 조사 및 자문의뢰 서한

자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와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제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riy) 활동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2차 조사에서는 지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소중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문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에서 응답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 그리고 자문위원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항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 및 통합된 내용들은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진 사항은 
이어지는 장에 기술을 해 놓았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긍정조직개발과 AI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참여를 다시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소속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창 희

지도교수 이 찬 

  

 
 ☞ 문의 및 연구자(김창희) 연락처

   [Mobile] 010-4646-1615   [Office] 02-880-4848   [E-mail] enjoyhr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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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차 델파이 조사 안내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

 평가지표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결과 정리

● 평가지표별 지적사항 요약

ü 평가지표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결과,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란을 통하여 제안

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두 분이상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거나, 한 분의 의견이

라도 연구자가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2차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였습

니다.

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은 크게 4가지, 즉, ① 평가지표 타당성의 미확보, ②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모호함, ③ 평가지표의 중복가능성 ④ 평가지표에서 추가 

또는 상세화 할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ü 그리하여 연구자는 제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하게 수정되

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① 타당성 미확보 평가지표에 대한 삭제처리, ② 평가

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③ 평가지표의 추가 및 상세화, ④ 평가지표 중복에 

따른 통․폐합 등 크게 4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지표 수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ü 제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삭제,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지

표 초안 총 27개 지표가 23개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될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거’는 총 4개의 평가영역 및 9개의 평가항목, 그

리고 2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ü 상세한 수정내용은 아래 이어지는 표와 같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붉은 색으로 표기하

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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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결과 반영사항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명

확한 설명

- AI 활동 시작 시, 해당 조직에 대한

역사와 현황, 미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실시하였는가?

(타당성 미확보 - 삭제처리)

[1-1-2]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

단 실시

- 참여자들에게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능성에 대한 진단(ex:설문 또는 토론

등)을 실시하였는가?

(타당성 미확보 - 삭제처리)

[1-1-3]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

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

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

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

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

[1-1-2] (평가지표 추가)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

의 선정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

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

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표 계속)

●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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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

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

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B/P)을 전체

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

간확보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

의 최고 긍정경험(B/P)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하였는가?

[1-2-2]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

는 시간확보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

가?

[1-2-3]

조직과 참여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기평가 기회제공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조직과 참

여자가 추구하는 서로의 방향성에 대

한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타당성 미확보 - 삭제처리)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

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개방적

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1]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

동지향성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

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참여 집단 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

는가?

[1-3-2]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

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

여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표 계속)

●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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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

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

였는가?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

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

정요소 도출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

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

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

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

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주었는가?

●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

정적 미래상 구축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

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구축하였는가?

[2-1-1] (평가준거 중복에 따른 통․폐합)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미래상의 명확성

-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긍정적 미래

상이 명확하게 이미지로서 표현되고 구현

되었는가?

[2-1-3]

바라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참여자들이 바라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1-2]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표 계속)

● [2] Dream(꿈꾸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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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

가?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성 최소화

- 외부세계(ex:컨설팅업체와 같은 아웃소

싱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 한 조직

자생적인 긍정적 미래상을 도출하였는가?

(타당성 미확보 - 삭제처리)

[2-2-3]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

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

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

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 [2] Dream(꿈꾸기) 영역의 반영사항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를 도출하였는가?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

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

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

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 조직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하

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1-3]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표 계속)

● [3]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 149 -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

시하였는가?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

(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

계획과의 연계성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 [3]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1]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려

는 시스템적인 노력 또는 조직문화적인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려 하였는가?

[4-1-2]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4-1-3] (평가지표 상세화)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

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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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된 제 2차 델파이 조사용 평가준거
   (4개 평가영역 / 9개 평가항목 / 23개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

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1-2]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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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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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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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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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평가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n 이번 2차 설문지에는 1차 설문지에서 응답해주신 전문가 패널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 【 】로 표시), 그리고 전문가 패널 분께서 1차 조사 때 응답하셨던 문항을  

 해당 영역 응답 란의 숫자에 χ로 표시 하였습니다. 

n 1차 응답 결과들을 참고하셔서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분의 2차 조사 의견을 해당 영역 응답란 아래쪽    
 번호에 ✔표 해 주시고, 전문가 패널분의 응답 결과가 대다수 패널 분들의 의견과 달리 사분점간 범위(【 】)  
 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하단에 있는 의견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예시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

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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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

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

용을 개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1-1-2] (신규 평가지표)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

(Affirmative Topic)의 선정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

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

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본 지표는 신규로 추가된 평가지표이오니,

한 곳에 V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을 실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

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

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

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

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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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

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Md

(4.5)

1 2 3 【4 χ 5】

1 2 3 4 5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

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

고 있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

을 부여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

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

요소 도출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

요소를 도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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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

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

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

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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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2]
Dream
(꿈꾸기)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

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Md

(4.5)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3]
Design
(디자인
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

젠다 도출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

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

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는가?

Md

(4.5)

1 2 3 【4 χ 5】

1 2 3 4 5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

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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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Design
(디자인
하기)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

임(R&R)의 명확화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

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

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

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
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

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

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

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

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

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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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
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

시하였는가?

Md

1 2 3 【4 χ 5】

1 2 3 4 5

n 본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Ⅱ.    기타 의견

 이 외에도 긍정적 탐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
견 및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n 의 견 :

연구와 업무에 바쁘심에도 이렇게 델파이 조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차 델파이 조사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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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델파이 제 3차 AHP 조사 및 자문의뢰 서한

자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와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제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긍정적 탐구 활동을 위한 
평가준거’를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적인 평가준거는 총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2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조사 단계인 이번 제 3차 
델파이(AHP, 계층화 분석법) 조사의 목적은 확정된 23개의 평가지표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의 평가영역별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즉, 4개의 평가영역인 Discovery영역, Dream영역, Design영역, Destiny영역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평가지표들 사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4개의 
평가영역별로 확인해 봄으로써, 4-D 영역별로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운영할 시에,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평가지표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구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긍정조직개발과 AI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참여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소속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창 희

지도교수 이 찬 

  

 
 ☞ 문의 및 연구자(김창희) 연락처

   [Mobile] 010-4646-1615   [Office] 02-880-4848   [E-mail] enjoyhr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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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3차 델파이 조사 안내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확인)

 평가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결과 정리

● 평가지표별 지적사항 요약

ü 평가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결과,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란을 통하여 제안

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두 분이상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거나, 한 분의 의견이

라도 연구자가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3차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였습

니다.

ü 위원님들께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은 크게 2가지, 즉, ① 평가지표

의 용어 및 내용의 모호함, ② 평가지표에서 상세화 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

었습니다.

ü 그리하여 연구자는 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하게 수정

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①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② 평가지표

의 상세화 등 크게 2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지표 수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ü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제 3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될 ‘긍정적 탐구 활동 평가준

거’는 총 4개의 평가영역 및 9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23개의 평가지표로 확정되었습

니다.

ü 상세한 수정내용은 아래 이어지는 표와 같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붉은 색으로 표기하

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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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에 대한 2차 타당성 조사결과 반영사항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한 구조화된 가치

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가

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1-1]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

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핵심긍정요소(Positive Core)를 밝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 긍정주제(Affirmative Topic)에

대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1-2]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좌동)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좌동)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좌동)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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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좌동)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좌동)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좌동)

[1-4]

참여자 간 협력

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좌동)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좌동)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좌동)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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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좌동)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좌동)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좌동)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좌동)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 [2] Dream(꿈꾸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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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반영한 긍정변화 아젠다를

도출하였는가?

[3-1-1] (평가지표의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

전히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는

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는가?

[3-1-2] (평가지표 상세화)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좌동)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좌동)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좌동)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좌동)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 [3]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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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1] (평가지표 상세화)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긍정변화

실행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좌동)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좌동)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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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평가준거
   (4개 평가영역 / 9개 평가항목 / 23개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 조직가치와 목표의식 명료화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A)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A)

- 조직의 핵심긍정요소(Positive Core)를 밝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에

대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2]

자아성찰을 통한 구성원의

자아인식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1-3]

다양한 집단의 참여활성화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P)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P)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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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4]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형성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P)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P)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P)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2] Dream

(꿈꾸기)

[2-1]

공통된 이상(Ideal) 및 비전형성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A)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2]

새로운 관점과 지식공유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A)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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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1]

변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생성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A)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A)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2]

변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형성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O)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O)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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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

자율적인 변화의 정착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O)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긍정변화 실행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O)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O)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주. A: <AI활동 및 진행내용> 차원
P: <참여자 태도 및 환경조성> 차원
O: <조직적 노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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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평가지표에 대한 3차 AHP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 제 3차 AHP(계층화 분석법) 조사 개요 ■

 -  상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인 평가준거는 총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항목, 그리고 23개의 평

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조사 단계인 이번 제 3차 델파이(AHP, 계층화 분석법) 

조사의 목적은 확정된 23개의 평가지표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의 평가영역별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  즉, 4개의 평가영역인 Discovery영역, Dream영역, Design영역, Destiny영역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평가지표들 사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4개의 평가영역별로 확인해 봄으로써, 4-D 

영역별로 현장의 HRD 담당자가 AI를 운영할 시에,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평가지표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 제 3차 AHP(계층화 분석법) 응답 방법 ■

 - 본 조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AHP는 평가 지표 간에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됩니다.

 - 상대적 중요도의 평가를 위한 응답은 아래의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상대적 중요도 

척도와 응답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지표 (Ⅰ)]과 [평가지표 (Ⅱ)]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

내는 번호에 ✔표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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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중요도 정도

1 두 개의 진단영역(항목)이 동일하게 중요함 (Equal)

3 한 진단영역(항목)이 다른 영역(항목)보다 약간 더 중요함 (Weak)

5 한 진단영역(항목)이 다른 영역(항목)보다 더욱 중요함 (Strong)

7 한 진단영역(항목)이 다른 영역(항목)보다 매우 더 중요함 (Very Strong)

9 한 진단영역(항목)이 다른 영역(항목)에 비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Absolute)

<표 1> 상대적 중요도 척도

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B)

조직의 긍정적
역량을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표 2> 응답 예시

■ 응답 시 유의사항 ■

 -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본 조사에서는 응답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면, A는 반드시 C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응답이 되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ex: A>B이고, B>C이면, 반드시 A>C이다.)

 - 따라서,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응답 시에 이 점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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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총 10개의 평가

지표 간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응답예시를 참고하시

어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총 10개 평가지표 및 정의 ■

평가영역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1-1]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의 선정

- 조직의 변화전략과 함께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

주제(Affirmative Topic)를 명확하게 도출하였는가?

[1-1-2]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Appreciative Interview) 개발

- 조직의 핵심긍정요소(Positive Core)를 밝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

긍정주제(Affirmative Topic)에 대한 가치발견 인터뷰 진행내용을 개발하였는가?

[1-2-1]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 가치발견 인터뷰 시,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는가?

[1-2-2]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 가치발견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의 최고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표 계속)

  Ⅱ.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안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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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1] Discovery

(발견하기)

[1-3-1]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

[1-3-2]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 다양한 집단의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해주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1-3-3]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과 제안들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1-4-1]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 참여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고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4-2]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를 도출하였는가?

[1-4-3]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 응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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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Ⅱ. Discovery(발견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조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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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A)

조직변화
아젠다와
연관된
긍정주제의
선정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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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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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B)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를 밝혀내기
위한
가치발견
인터뷰 개발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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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C)

과거와
현재의
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실시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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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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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D)

최고의
긍정경험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확보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9 7 5 3 1 3 5 7 9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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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E)

참여 집단 간
서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행동지향성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9 7 5 3 1 3 5 7 9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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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F)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9 7 5 3 1 3 5 7 9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G)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부여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9 7 5 3 1 3 5 7 9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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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H)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언어사용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I)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J)

자유롭고
솔직한
담론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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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 Dream(꿈꾸기)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총 4개의 평가지표 간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응답예시를 참고하시어 각 문

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Dream(꿈꾸기) 영역의 총 4개 평가지표 및 정의 ■

평가영역 평가지표

[2] Dream

(꿈꾸기)

[2-1-1]

조직의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 Discovery 단계에서 도출한 핵심긍정요소에 기반하여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였는가?

[2-1-2]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참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요인들이 미래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2-2-1]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 실천가능성을 염두해 둔 꿈과 희망에 대해 공유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2-2-2]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던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

  Ⅲ. Dream(꿈꾸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안내시트



- 187 -

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9 7 ✔5 3 1 3 5 7 9

(B)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 응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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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9 7 5 3 1 3 5 7 9

(B)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A)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9 7 5 3 1 3 5 7 9

(C)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A)

조직의
핵심긍정요소
에 기반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 구축

9 7 5 3 1 3 5 7 9

(D)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B)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9 7 5 3 1 3 5 7 9

(C)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B)

희망하는
변화요인들의
반영

9 7 5 3 1 3 5 7 9

(D)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C)

실천가능성을
담보한 꿈과
희망의 공유

9 7 5 3 1 3 5 7 9

(D)

조직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Ⅲ. Dream(꿈꾸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조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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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총 6개의 평가지

표 간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응답예시를 참고하시어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총 6개 평가지표 및 정의 ■

평가영역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1-1]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 Dream 단계에서 구축된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는가?

[3-1-2]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 구축

- 지금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을 긍정변화 설계요소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제시하였는가?

[3-1-3]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표 계속)

  Ⅳ.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안내시트



- 190 -

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평가영역 평가지표

[3] Design

(디자인하기)

[3-2-1]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3-2-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 현재 조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를 고려한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였는가?

[3-2-3]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 응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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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C)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D)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E)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Ⅳ. Design(디자인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조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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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조직의
긍정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변화
설계요소
도출

9 7 5 3 1 3 5 7 9

(F)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9 7 5 3 1 3 5 7 9

(C)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9 7 5 3 1 3 5 7 9

(D)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9 7 5 3 1 3 5 7 9

(E)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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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B)

조직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도발적
제안 구축

9 7 5 3 1 3 5 7 9

(F)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C)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9 7 5 3 1 3 5 7 9

(D)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C)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9 7 5 3 1 3 5 7 9

(E)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C)

조직 현실에
기반한
긍정변화
실행계획
수립

9 7 5 3 1 3 5 7 9

(F)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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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D)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9 7 5 3 1 3 5 7 9

(E)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D)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책임(R&R)의
명확화

9 7 5 3 1 3 5 7 9

(F)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E)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우선순위화

9 7 5 3 1 3 5 7 9

(F)

도발적 제안과
긍정변화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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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총 3개

의 평가지표 간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응답예시를 

참고하시어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총 3개 평가지표 및 정의 ■

평가영역 평가지표

[4] Destiny

(꿈의 미래

실현하기)

[4-1-1]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 Design 단계에서 구축된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긍정변화 실행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가?

[4-1-2]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긍정변화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는 조직문화

변혁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4-1-3]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 긍정적 조직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을 통해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였는가?

  Ⅴ.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안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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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9 7 ✔5 3 1 3 5 7 9

(B)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 응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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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Ⅰ)

(Ⅰ)이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Ⅰ)이
매우 더
중요함

(Ⅰ)이
더욱
중요함

(Ⅰ)이
약간 더
중요함

동일
하게
중요함

(Ⅱ)가
약간 더
중요함

(Ⅱ)가
더욱
중요함

(Ⅱ)가
매우 더
중요함

(Ⅱ)가
절대적
으로 더
중요함

평가지표

(Ⅱ)

(A)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9 7 5 3 1 3 5 7 9

(B)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A)

긍정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및
지원요청

9 7 5 3 1 3 5 7 9

(C)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B)

긍정변화
실행계획의
현업적용시도

9 7 5 3 1 3 5 7 9

(C)

긍정변화에
대한 주기적
성찰

  Ⅴ. Destiny(꿈의 미래 실현하기) 영역의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 조사시트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세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긍정조직학과 조직개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함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98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Appreciative Inquiry

by Chang Hee Kim

Thesis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Major Advisor : Chan Lee,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criteria to evaluate the quality of 

Appreciative Inquiry in organizations and to determine the weight of each 

evaluation criterion. To this end, previous research was reviewed and the Delphi 

method was employed. 

A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reviewing 

related documents and previous research, and the Delphi method was appli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evaluation criteria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nally established criteria.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first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4 evaluation areas, 9 evaluation items, 27 evaluation indicator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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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For this study, ‘AI 4-D Cycle’(Discovery-Dream-Design-Destiny), 

which was introduced by Cooperrider and Whitney(2005), was adopted as 4 

evaluation areas and also 9 effectiveness of Appreciative Inquiry, which was 

asserted by Kim and Lee(2013), was adopted as 9 evaluation items. -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s’,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 value and mission’, ‘Self-awareness through self-reflection’, 

‘Activate participation of various organizations’, ‘Common ideal and setting 

vision’, ‘New perspective and knowledge sharing’, ‘Gaining positive energy 

to change’, ‘Building creative ideas and knowledge to change’, ‘Settling 

Voluntary involvement to change’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ree rounds of the 

Delphi survey were carried out with 12 panel of experts consisting of six 

persons from each group of professors and field experts. The evaluation 

indicators with relatively low degree of consensus between experts were 

modified by a researcher and developed repeatedly until meet their standards 

through the Delphi survey.

In the final(third) Delphi surve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introduce and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developed in each 4 evaluation areas. To do this, the practitioners can 

make themselves clearly understand what they have to do implementing the 

Appreciative Inquiry in their organizations.

The AHP analysis revealed that the evaluation indicator of ‘Decision of 

affirmative topic considering organizational change strategies’w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in ‘Discovery’ evaluation area. The evaluation indicator of 

‘Building a positive image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ir positive core’w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in ‘Dream’ evaluation area. The evaluation 

indicator of ‘Generating a positive change agendas to achieve their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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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w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in ‘Design’ evaluation area. The 

evaluation indicator of ‘Official declaration of their positive change agendas for 

getting organizational supports’w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in ‘Destiny’ 

evaluation area.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proposed three recommendations as 

following.

First, it requires that we need to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cusing on the behavior assessment for AI participants. This further study 

could be an appropriate evaluation scale for recognizing the Return On 

Investment of Appreciative Inquiry.

Second, it is hard to assert that this evaluation criteria could be wholly 

applied for every organization which is trying to implement the Appreciative 

Inquiry. it is also strongly requires that we need to analyze the condition of 

organization whether we need it for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or not first.

Third, the case study of Appreciative Inquiry should be more invigorated and 

suggested publicly. It helps to identify what impact AI intervention had, what 

achievement one can expect from AI practice, and how it had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 words : Appreciative Inquiry, AI 4-D Cycle, Evaluation Criteria, Delphi,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tudent Number : 2011-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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