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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 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년

김 미 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및 직무(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

계에 있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

화몰입)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를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학습민첩성,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도

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와 통제변인인 직무, 연령,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



- ii -

해 내적일치도 계수 및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50개 기업에 각 

10부씩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총 429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5.8%),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50개 기업의 406부(유효응답률 81.2%)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평균, 표준편차),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계층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

첩성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직무, 연령, 학력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 변화몰입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유의

한 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관리자급에서는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

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과 역U자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

성의 관계,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 직무

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은 직무도전

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역U자형 관계를 갖는다. 다섯째, 기업의 긍정적 실

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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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와 결론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보유한 기업근로자, 혹은 공공기관 근로자, 학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의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개인변인, 직무변인의 구조

적인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구성원

의 학습민첩성과 경력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다섯째,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기업에

서는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설계와 업무분장이 필

요하다. 둘째,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해 직급과 경력기간에 따른 세심한 경력

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주요어: 학습민첩성,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학  번: 2013-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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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업의 생존환경이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인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더 도전적이고, 더 빠르고,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Schwab, 2016). 전통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 재무적 성

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때문에 테일러리즘에 기반을 두어 조직구성원 역

시도 하나의 비용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건비

를 낮추어 재무적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Arthur, 1994). 그러나 기술의 변

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대두로 인해 기업의 무형자산, 즉 지식, 기술, 브랜드 등

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중심에 인적자원이 존재하게 되었

다. 물적자원이 중심이었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 개발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낮았지만, 이제는 인적자원이 부가가치 창출에 주요 동인이 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관리, 역량이나 잠재력 제고,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목표 통합 등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수익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김

미애, 이찬, 2016).

이렇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업과 조직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의 개념이 점차 진화하였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면서, 조직의 성과

지향적 관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조직구성원 중심의 관점을 포함하게 되었

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유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

식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직무나 역할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창출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잠재력(potential)과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로서의 인적

자원개발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진모, 2001; 이찬 외, 2012).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 방

식은 특정 직무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도출된 역량을 바탕

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다른 인터벤션을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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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특정 직무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

수한 성과를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Spencer & Spencer, 1993). 그러나 조직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시간적으로

나 비용적인 면에서 현재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자원

의 개발에는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의 고

직능 인력은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직무 또는 전문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뜻하였지만, 최근에 불어 닥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는 기술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적응해나가며 새로

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Schwab, 2016).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하에서 기업이 새로운 인재, 즉 스스

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창출하는 혁신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행동으로 창출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조직은 현재의 

확립된 지위가 견고하더라도 결국은 쇠퇴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rucker, 2007).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으로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대응수준 역시도 글로벌 기업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

달되는 7.1점으로 조사되었다(정민, 오준범, 2017). 이와 더불어 최근 불어 닥

친 수출부진, 노동인구감소,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이 맞닥뜨린 경영환경은 엄

준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

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

들은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문제나 이슈에 선제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낸다(진대제, 2017). 

이를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고 새로운 

직무 또는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역량들만을 활용해서

는 성공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과거에 성공적으로 직무수행을 했던 고성과자들이 새로운 직무나 역할을 맡

게 되었을 때, 도태(derailment)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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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무나 역할 수행에 문제를 겪는 것은 예전의 

직무수행에 필요했던 역량(지식, 기술, 태도)은 갖추고 있으나, 새로운 직무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이나 방법, 행동방식의 습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실

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의 고성과자라고 하더라도 이전 

역량이나 행동방식만을 유지하고자 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의 상황에 연결시켜 새로운 해결방

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없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새로운 직무를 담당

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Lombardo & Eichinger, 

2000).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이제는 새롭고, 어려운 직무나 역할을 맞닥뜨

리게 되더라도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Fernandez-Araoz, 2014). 

이러한 관점에서 Lombardo 외(2000)는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개

념을 제시하였는데, 학습민첩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을 접

했을 때,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처음 

겪게 되는 난해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들을 학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민첩

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경험 간의 연결 능력이 뛰어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여 체계적 학습 패턴을 구축하게 되어 어떤 직무나 도전적 상황에

서도 원활한 직무나 역할 수행을 할 뿐 아니라, 성과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Bedford, 2011).  

학습민첩성은 2000년대에 처음으로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개념의 명확화와 학습민첩성의 중요성, 또한 직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긍

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들어서야 학습민첩성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몇몇 학자들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거나, 여러 조직을 경험하는 것, 즉 

경력다양성에 의해서 학습민첩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고(Dries et al., 

2012; Hezlett & Kuncel, 2012), 또한 목표지향성, 메타인지능력,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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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직무경험, 학습을 위한 조직의 문화나 풍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DeRue et al., 2012). 따라서 학습민첩성의 개

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

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민첩성의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나 직무, 환경적 변인에 대한 탐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은 개인적 능력으로서 강조되어 왔고, 

학습민첩성과 관련한 맥락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DeMeuse et al., 2010). 그러나 학습민첩성은 개인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조직 내의 직무수행상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Ungemah, 2014), 개인적 변인과 더불어 직무수행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과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습민첩성이 대두된 배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

기 위한 개인의 새로운 능력의 필요성에 있었으며,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환경이나 직무, 역할 등이 변화하

였을 때, 개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때문에 개인이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민첩성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황을 관리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지속적 

개선을 해나가는 학습민첩성의 맥락적 특성상(Mitchinson & Morris, 2014; 

Swisher et al., 2014), 이러한 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직무특성의 영향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직무특성은 직무수행 상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직무특성 변인들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변인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적 변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조직이 보유

하고 있는 문화와 같은 조직내부 환경변인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DeRue et al., 2012). 조직구성원들은 개인별로 특정의 태도, 특성,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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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러한 태도나 능력을 발현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의 어떠한 환경적 변인이 학습민첩성을 개발하고 발현

하는데 도움이나 제약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나 학습민첩성은 직무수행 상에서 개발되고 발현되는 맥락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과 

이를 통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민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일반

적으로 조직에서는 실책에 대해 예방적 접근법(error prevention)과 관리적 접

근법(error management)을 활용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은 실책을 완전히 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리적 접근은 실책을 통한 학습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긍

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관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처럼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실책에 대해 관용적이고, 이를 경험을 

통해 학습의 일환으로 보는 문화는 매우 중요한데, 성과를 단기적이고 협소하

게 설정하고 처벌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는 개인이 민첩한 학습을 위한 도

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DeMeuse et al., 2010; DeRue et al., 2012). 

이렇게 조직이 보유한 문화는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De Meuse 외(2010)는 학습민첩성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습민첩성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학습민첩성이 개인적인 선행변인과 환경적인 조절변인에 의하

여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과 개인(경험

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및 직무(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변인

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기업체 근로자들은 잦은 직무전환과 top-down 방식의 직무배정 

방식으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박한규, 2015). 또한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조직의 생존을 위하

여 조직 개편, 팀제 도입, 다양한 프로젝트 팀 운영 등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높

이고자 하였는데, 팀제나 프로젝트 팀 등 최근의 조직 운영의 형태는 한 사람

이 여러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의 과업이 완성되면 다른 과업으로 빠르

게 이동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Holland et al., 2000).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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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근로자들이 과거의 직무수행 방법이나 성과에 의존하고, 학습을 중단하

게 되면, 결국 원활한 직무수행과 성과창출에 실패하게 된다(Eichinger et al., 

2004).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기업 근로자들의 학습민첩성의 개발과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학습민첩성 수준을 구명하고, 제조업 

근로자들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환경적인 변인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변인들이 학습민첩성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활

용하여 기업근로자들의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고, 발현시켜 변화하는 환경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를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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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개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및 직무(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변인의 관계

에 있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이 학습민

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

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

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민첩성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제조업 근로자 학습민첩성 수준은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1-2. 제조업 근로자 학습민첩성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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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제조업 근로자 학습민첩성 수준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은 학습

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

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

민첩성에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

책관리 문화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

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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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

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

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4.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

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5.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

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

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이란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자기인식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민첩성은 피드백추구,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유연성으

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은 Smith(2015)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경험개방성

경험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

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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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외(2006)가 번

안한 성격 5요인 척도 중 경험개방성에 관한 문항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경력다양성

경력 다양성(career variety)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능적 다양성(functional 

variety)과 조직적 다양성(institutional variety)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연구에서는 Karaevli와 Tim Hall(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직능적 다

양성, 조직적 다양성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측정은 국내 근로자에 적합하도

록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무분류와 산업분류로 제시되었으며, 경력다양성

은 제조업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에 따라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변화몰입

변화몰입(Commitment to change)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변화 지지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고의 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는 Herscovitch와 Meyer(2002)가 개발한 도구를 박종록(2014)이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Job Challenge)은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과업에서, 직무에 부

여된 도전적인 특성으로 본인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는 Doornbos 외(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

체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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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Job Autonomy)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일정

을 계획하고, 수행방법을 선택하며, 이후 수행과정에서도 과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Doornbos 외(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

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사. 직무부담

직무부담(Work Pressure)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빠르고 열

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

체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아.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Positive Error Management Climate)는 실책에 대

해 소통하고, 실책 지식을 공유하며, 실책에 대해 편견 없이 동료 간에 서로 도

와주고, 실책에 대한 빠른 감지와 적절한 처리를 위한 조직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Van Dyck 외(2005)가 개발한 도구를 최영준

(2014)이 국내 기업 근로자에 맞도록 번안 및 수정한 척도에 제조업 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고용노동통계에서 제시된 18개 산업분류 중 전체 근로자



의 30.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체 근로자 

전체이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제조업 기업을 목표모

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근로자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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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습민첩성

가. 학습민첩성의 개념

1) 학습민첩성의 정의

일반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인재(High Potential)는 현재 보유하

고 있거나, 미래에 보유해야 하는 역량 프로필에 맞는 인재를 뜻한다. 그동안은 

이러한 접근법이 적절하게 여겨졌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지능이나 개인 

특성 등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인재의 자질로 알려져 왔다(Howard & 

Bray, 1988; Bentz, 1986, 1990; Fiedler, 1996). 그러나 사람은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험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나 성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에도 다

른 학습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개인마다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다

르기 때문이다(Knowles, Holton, & Swanson, 2005). McCall, Lombardo와 

Morrison(1998)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성공적인 임원들은 핵심 직무나 과업을 통한 학습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핵심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했으나, 어느 순간 도태하게 된 임원들은 직무를 통한 학습에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학습민첩성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Lombardo와 

Eichinger(2000)는 학습민첩성을 난해하고, 처음 접하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들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들은 실패자들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멈

추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직 내부 조직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습을 멈

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생각

에만 빠지게 되고, 결국 다른 직무나 수행방법으로의 이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패자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와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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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의 또 다른 형태라고 인식

하여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만을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빠른 학습과 새로운 스킬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실패자들과 대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스스로에게도 지

속적으로 피드백을 요구한다. 둘째, 직무수행 상에 있어 직면했던 도전과제가 

많았다. 셋째, 그러한 역경과 생소함을 새로운 스킬이나 사고 방법을 학습하여 

대응하였다(Lombardo & Eichinger, 1989). 

초기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직무나 상황에서 빠르게 새로운 기술, 방법, 사고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이후 De Meuse, Dai와 Hallenbeck(2010)

은 여기에 ‘성공적인 수행(Successfully Perform)’을 추가하여 학습민첩성

이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으로, 학습한 것을 새롭고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의 학습민첩성 정의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학습 의지와 능력이라는 이전의 개념

을 확장하여, 결과적으로 이어질 학습을 통한 적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경험을 통한 학습을 새로운 직무나 과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험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들이 전혀 연관되지 않은 상황

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DeRue, Ashford와 

Myers(2012)는 이러한 연결점을 만드는데 세 가지 인지적 프로세스가 중요하

다고 하였는데, 인지적 가정, 반사실적 사고, 그리고 패턴 인식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프로세스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과거의 상황과 어떻

게 다른지 파악하여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접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DeRue 외(2012)는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 

내, 혹은 경험 간의 학습에서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학습민첩성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ussell과 Brent(2012)는 행

위식별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을 이용하여, 행위식별(Action 

Identification)이 학습민첩성을 용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

인 인지과정임을 밝혔다. 행위식별은 구체성과 추상성 사이에서 위계에 따라, 

개인이 어떤 상황의 행위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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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제시했다고 할 때, 상사는 본인의 

이러한 행동(피드백)이 다음 상황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인이 제공한 긍정적 피드백의 의도된 목적(부하직원의 

신뢰향상, 상사-부하직원 관계 향상, 해당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하직원들의 

동기부여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위식별

은 위계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관념적, 자기준거적, 

장기적 목표는 위계상 위쪽에 존재하고, 반면에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단기

적 목표는 위계상 아래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민첩성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높은 목표 위계 수준으로 식별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다

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관점에서 Vicki(2014)는 학습민첩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

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는데, 경험을 지속해 나가면서, 각각의 경험에서 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학습민첩성이 현재까지 보지 못했던 문

제나 기회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자 정의

Lombardo와 Eichinger(2000) 난해하고, 처음 접하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들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De Meuse 외(2010)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으로, 학습한 것을 
새롭고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용하는 
능력

DeRue 외(2012)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 내, 혹은 경험 간의 학습에서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

Vicki(201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표 Ⅱ-1> 학습민첩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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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학자들의 학습민첩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학습민첩성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롭고, ‘처음 접하는 상황

이나 과업’으로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회사의 전략적 이

유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과업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학습민첩성이 필요하다. 오

늘날의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속에서 전통적인 선발, 교육훈련, 역량으로

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학습민첩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De Meuse et al., 2010). 두 번째, ‘경험 

간의 연결능력(connection)’으로, 예를 들면, 승진, 직무변경 등으로 새로운 

과업을 맡게 되었을 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보유하게 된 역량의 일부는 버리

고, 일부는 업데이트하며, 이것에 추가하여 새로운 역량도 습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험 간의 연결능력이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Freedman, 1998).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연성(Flexibility)과 속

도(Speed)’로서, 유연성은 상황들 간에 학습한 것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를 뜻하고, 속도는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학습할 수 있

느냐를 뜻한다(Wang & Beier, 2012). 

정리하여 보면,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이란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

서 자기인식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

고,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습민첩성 유사 개념

학습민첩성과 유사 개념을 고찰하여 학습민첩성의 범위와 개념, 그리고 특징

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학습민첩성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학

습민첩성의 특징을 보면, 경험을 통한 체계적 학습, 여러 경험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지적 능력, 직무수행상에서 개발 및 발현되는 맥락적 특성, 학습

한 내용의 유연한 적용 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과 유사한 개념들을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 학습전이(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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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등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통해 학습민첩성 개념의 이해도를 제

고하고자 하였다. 

가) 경험학습

경험학습이론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 대한 방식으

로 접근되고 발달되어 왔다. 경험(Experience)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

하므로 경험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험학습은 이보다 더 구체성을 띄며, 단순한 활동, 혹은 해보는 것

을 넘어 의식이 관련되고, 성찰과정이 추가되는 학습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결

국 경험에 대해 개인이 투입하는 성찰의 질적 수준에 따라 경험학습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일반적으로 경험학습이란 경험을 통한 학습, 혹은 경험에 의한 학습을 의미

한다(김지자, 정지웅, 2001). 초기 경험학습의 모형을 제시한 Dewey(1938)는 

경험학습을 구체적 경험, 관찰과 성찰, 추상적 개념과 일반화, 새로운 상황에서

의 개념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보았고, Lewin(1951)은 

Dewey가 암시적 피드백만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경험을 의도적 행동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을 추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경험학

습을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과정을 중요시한 Kolb(1984)는 경험학습을 경험

의 전환을 통해 지식을 창조해가는 전체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앞선 선행연구

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의 형성 

및 일반화, 적극적 실험 등 총 4단계의 경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Kolb의 4

단계 경험학습모형 중 1단계인 구체적 경험은 구조화된 학습활동이 될 수도 있

고, 학습환경 밖에서 학습자 개인의 경험의 공유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으며, 4

단계인 적극적 실험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실

패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다. Barnett(1989)은 Kolb의 4단계 경험학습 모형

에 한 가지 단계를 추가하였는데, 3단계인 추상적 개념화 및 일반화와 4단계인 

적극적 실험 사이에 적용을 위한 계획이라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Barnett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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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한 계획이라는 단계를 삽입하여 적극적 실험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구

체적인 활동이나 작업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학습을 실행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개인 스스로 이론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학습의 유형에

는 인턴십, 임상실천, 각종 야외생활 체험학습, 액션러닝, 사례연구분석, 역할연

기, 시뮬레이션, 게임학습, 협동학습, 논쟁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경

험 후, 공유, 피드백, 성찰 등을 거쳐 학습의 형태로 저장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자들의 경험학습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의 이

상적 교육철학은 사람은 불변한다는 의식에서 시작되었고(Locke, 1976), 이런 

불변 원소들의 조합과 연결이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

험학습이론은 생각이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재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경험학습모형에서도 특정 경험으로부터 피드백, 성찰, 개념화 등을 

통해 사람이 발달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성찰

(Reflection)을 중요시 한다. 경험학습이 의미 없는 일반적 경험을 넘어 학습의 

형태가 되려면, 성찰적 사고(Reflection Thinking)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찰의 

단계는 개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 지각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원리나 가정을 

생각하여 새로운 대안이나 변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학습의 특징을 볼 때, 경험학습이 특정 경험을 통해 개인이 발전

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학습민첩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험학습은 

학습하는 그 과정을 강조하고, 학습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새로운 과업이나 역할을 맞닥뜨렸을 때 발휘하게 되는 태도나 능력인 

학습민첩성과는 구분되어 진다. 경험학습의 다양한 유형(액션러닝,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험학습은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활동과 

실행을 통한 학습과정인 것에 비해, 학습민첩성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빠르

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은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지구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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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지적 유연성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상황에 대처하

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황변화에 따른 태도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먼저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적 능력의 관점에서 

West와 Richards(1999)는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필수적 인지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상황변화에 

따른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 Gough(1995)의 경우에는 변화와 새로움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를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Martin과 

Rubin(1994)은 인지적 능력 및 변화에 대한 태도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의 구성요소는 개인이 마주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의 인

식, 그 상황에 순응하거나 적응하겠다는 자발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 느끼는 

자기 효능감 등 세 가지이다. 

유연성의 구성요소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Georgsdottir와 Getz(2004)는 적응적인 유연성(Adaptive Flexibility)과 자발

적인 유연성(Spontaneous Flexibility)으로 제시하면서, 적응적인 유연성은 기

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자발

적인 유연성은 상황적인 것과는 별개로 본인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선

호에 따른 유연성이라 하였다. Dennis와 Vander(2010)는 우울증의 치료적 목

적에서의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의 구성요소와 측

정도구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의 구성요소는 어려운 상

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과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인간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설명을 인식하는 능력이었다. 

인지적 유연성의 선행연구는 매우 풍부하나 아직까지도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구성요소와 측정도구가 매우 다양하다

(Dennis & Vander, 2010). 그러나 앞서 제시된 인지적 유연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의 개념이 초기에는 상황변화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서 차차 상황변화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호 등으로 확장

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인지적 유연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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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대안인식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

은 발생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황통제에 대한 효능감으로 복

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본

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이분법적인 생

각이나 경직된 사고보다는 개방적으로 사고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인지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적응과 대안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학습민첩성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능력의 실재 존

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 방식, 또는 선택과 대안에 대해 인지

하는 사회인지적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기술, 역량의 

취득, 경험과 경험 간의 연결점 수립, 새로운 과업과 역할에의 적용 등을 강조

하는 학습민첩성과는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다) 무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은 Dewey(1938)의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

형식학습과 경험학습은 경험과 성찰을 통한 학습을 중시한다는 것과 학습의 형

식과 과정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학습은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형식교육 상황에서 경험에 더 집중하며, 무형식학습은 일상적인 상황

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nos, 

Kehrahn, & Bell, 2003). 초기 무형식 학습은 형식적인 교육제도에 의해 제공

되는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구조화되지 않은 모든 학습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

의되었다(Withnall, 1990). 그러나 이후 무형식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면서 무형식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의가 구체화되었다. Eraut(2004)는 

교수자가 부재하고, 암묵적, 반응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하였으

며, Cross(2007)는 개인 스스로 경로, 속도 등을 결정하여 자전거를 타고 목

적지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형식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Knowles(1950)는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을 이들이 행해지는 기관 중심으

로 구분하였고, Belle(1977)은 기존의 형식학습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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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학습하는데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무형식 

학습을 바라보았다. Watkins와 Marsick(1992)은 무형식 학습과 우연적 학습

의 차이를 통해 무형식 학습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우연적 학습은 의도

적이지 않고, 계획되지 않으며, 사람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인 반면에 

무형식 학습은 계획될 수도, 계획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습자가 무형식 학습 

발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식이나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ross(2007)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무형식 학습을 구분하고자 

하였는데, 학습자가 성숙할수록 무형식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무형식 학습은 맥락적으로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표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

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직이라는 맥락성과 학습자라는 

주체의 접점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의 상황적 측면이 강조된다. 

세 번째는 무형식 학습의 과정이 타인에 대한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일

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형

식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적 특성을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점이 명확하

다(Wenger, 1998). 

무형식 학습의 개념과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무형식 학습은 모든 직무

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일터(Workplace)에서 일어나고, 둘째, 자기주도성을 바

탕으로 개인의 성찰(Reflection)과 실천(Ac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셋째, 학

습의 과정에 있어서 관계를 통하여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형식 학습은 일터의 직무적 상황에서 경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조직 적응 

및 맥락을 이해하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민첩성과

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학습민첩성은 일반적 상황보다는 새롭고 어려

운 과업과 역할에 처했을 때 요구되는 능력으로 무형식 학습과는 구별될 수 있

다. 또한, 경험학습과 마찬가지로 무형식 학습 역시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습의 한 방법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에 반해,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직무와 

상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차이점을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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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전이

학습전이에 관한 개념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연구자들

의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전이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

한 것을 업무현장에 활용 또는 적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다.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는 교육훈련 전이(Training Transfer), 훈

련전이(Transfer of Training)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전

이는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학습전이는 

Kirkpatrick(1959)의 4단계 평가모형을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1단계 반응

(Reaction), 2단계 학습(Learning), 3단계 행동(Behavior), 4단계 결과

(Result) 중 3단계의 ‘행동’평가가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학습전이는 그 유형에 따라 정적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적전이

(Negative Transfer)로 구분되기도 하고(Cormier & Hagman, 1987), 저도

전이(Low-road Transfer)와 고도전이(High-road Transfer)로 구분되기도 

한다(Salomon & Perkins, 1989). 또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분은 근전이

(Near transfer)와 원전이(Far transfer)의 구분 유형이다(Royer, 1979). 근

전이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전이를 의미하고, 원전이는 교육훈련에

서 학습된 내용을 유사하지 않은 비학습 환경에서 전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자들의 학습전이 개념을 바탕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학습전이는 경험학습, 무형식 학습과는 다르게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내용

의 적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조직에 의해 설계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이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이 중요하다.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습자가 모두 실제적 학습자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훈

련 기간 동안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학습의 전이가 가능하다. 세 번째, 

교육훈련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전이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학습전이의 측정

시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

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 종료 후, 3주에서 길게는 6개월 후에 학습전이를 측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전이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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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경우 학습전이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학습전이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한다는 측면, 특히나 원전이의 경우에

는 학습한 내용과 유사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적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학습민

첩성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학습전이는 설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서 학습한 내용을 직무에 활용하는 것인 반면, 학습민첩성은 경험을 통해 체계

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직무와 역할에 활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전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유효성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이 평가를 통해 교육의 유효성을 나타내고, 향후 

교육 설계에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학습민첩성과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학습민첩성 유사개념들과 학습민첩성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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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험학습 인지적 유연성 무형식 학습 학습전이

특징 ▪학습과정에 초점
▪성찰(reflection)을 중요시

▪문제나 발생상황에서 대안 발굴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
▪일터에서 발생
▪자기주도성을 바탕
▪관계속에서 학습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
▪교육결과물 효과성 평가에 초점

공통점 ▪특정 경험을 통해 개인이 발전하고 
변화함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적응과 대안인식

▪직무적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짐

▪조직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
▪학습한 내용을 직무에 적용
▪비학습 환경에서의 활용(원전이)

차이점

▪변화하는 직업상황 속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학습민첩성과는 
다르게 안전한 상황에서의 
학습과정으로 실패에 대한 위험이 
없음

▪학습민첩성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습의 한 방법임

▪경험 간의 연결점 수립, 새로운 
상황의 적용 능력이 강조되는 
학습민첩성과는 달리 인지적 유연성은 
개인의 인식방식, 인지과정을 의미함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과업과 역할에 
처했을 때 요구되는 능력이나, 무형식 
학습은 일상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의 제시와 
실행보다는 학습의 한 형태임

▪학습민첩성은 직무, 역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되나, 학습전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이 
전제됨

<표 Ⅱ-2> 학습민첩성과 유사개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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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민첩성의 특성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습민첩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여보

면, 학습민첩성의 특성은 크게 학습적 측면과 직무수행 상에서 나타나는 맥락

적 측면에서 공통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학습적 측면은 

Kolb(1984)의 4단계 경험학습과정(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과 Taylor(1987)의 혼란, 탐색, 방향재수립, 균형 등의 학습과정

처럼 민첩한 학습의 과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수행상에서의 맥락적 

측면은 일터에서 직무나 역할 수행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민첩성의 맥락적 측면

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학습적 측면에서는 첫째, 학습민첩성은 자기인식과 피드백 추구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Smith(2015)와 Bedford(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자기인식은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황상태

에 빠지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행동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터에서 상사나 동

료들에게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피드백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성찰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은 실제 자신의 행동에 반영함으

로서 지속적인 자기 개선을 해나간다고 하였다.

둘째, 체계적 학습능력이 중요하다. 학습민첩성은 지속적이고 체계적 학습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외견상의 데이터를 습득하는 것으로는 

학습민첩성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경험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도출 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동일한 경험에도 학습의 효과가 개인마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원인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의 차이에 있기 때

문이다(Knowles et al., 2005). 특히나 난해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민첩성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상황이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보편성, 

공통성, 패턴 등을 찾아내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인지적 가정을 통해 병렬적, 대조적 

조합을 만들고, 역설적 사고를 활용하여 경험간의 패턴을 생성하여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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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거 상황과 현재, 혹은 미래 상황의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연결고리를 만들

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DeRue et al, 2012). 

셋째, 학습민첩성은 직무, 역할,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 

학습민첩성의 여러 연구들(Smith, 2015; Michinson & Morris, 2014; 

Swisher, 2014; DeRue et al., 2012)에서는 학습민첩성이 경험을 통해 새로

운 직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학습을 하는 의지와 능력을 넘어, 성

공적인 수행을 위한 적용 능력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학습결과의 빠르고 유연

한 적용 능력은 학습민첩성의 본질적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경험을 통해 학습

한 원리를 바탕으로 미래 과업 수행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 

창의적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시도해 보는 것,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접근법

이나 행동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 실패했을 때 방향을 선회하는 것 등 환경

이나 상황에 따라 수행 방법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수행상의 맥락적 측면에서는 첫째, 학습민첩성이 조직에서 직무수

행상에 개발되고 발휘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관계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는 단

순히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

의 관점에 대한 타인에의 설득, 갈등상황에서의 발전적 소통과 관계유지, 그리

고 타인의 수행에 도움과 영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대인관계를 

의미한다(Lombardo & Eichinger, 2000; Swicher et al, 2014). 타인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해 배우려하고, 그들이 가진 관

점에 대해 판단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

이 가진 생각과 관점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

방과 갈등상황에 부딪혀도 문제해결과 분쟁해결을 위한 발전적이고, 공정한 입

장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과 더불어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

이 일반적 성과를 넘어서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긍정적 관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학습민첩성은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중요시한다. 

직무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공적 성과를 창출하는 개

인은 상황이나 여건과는 무관하게 도전적 자세를 바탕으로 변화를 리드해 나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ll et al., 1998). 이는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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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학습민첩성은 상황의 흐름에 따라 일상적 상황

과 비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상적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as-is)

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목표를 스스로 확장하여 도전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때문에 일상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불안정함, 모호함에 대하여 차분함을 유지하려 하

고,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압박적이고 난해한 상황에도 

균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상황과는 무관하게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학습민첩성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Ⅱ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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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기인식
자아성찰 ● 　 　 ● 　 　 ● 　 　

피드백 추구 ● 　 　 ● 　 　 ● 　 　
호기심 　 　 ● ● 　 　 ● 　 ●

대인관계
형성

타인 파악 　 　 　 　 　 　 ● 　 　
팀워크 발휘 ● 　 　 　 　 　 ● 　 　

타인에 대한 이해 ● 　 　 　 　 　 ● 　 　
소통 능력 ● 　 　 　 　 　 ● 　 　

경청 ● 　 　 　 　 　 ● 　 　
발전적 대인관계 ● ● 　 　 　 　 ● 　 　

상황대응

상황과 무관한 성과창출 　 　 　 　 　 　 ● 　 　
불안정, 모호함 관리 　 　 　 　 　 　 ● 　 ●

추진력 ● 　 　 　 　 　 ● 　 　
개인적 저항 관리 　 　 　 　 　 　 ● 　 　

도전적 자세 ● 　 ● ● 　 　 ● ● ●
변화리드 ● 　 　 　 　 ● 　 　

지속적 개선 ● 　 　 　 　 　 ● 　 ●
혁신 ● 　 　 　 　 　 ● 　 　

체계적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결과 예측 　 　 　 　 　 　 ● 　 　
경험간 유기적 연결력 　 　 　 　 　 ● ● 　 　

핵심도출 ● 　 　 　 　 　 ● 　 　
복잡한 것들의 단순화 　 　 　 　 　 　 ● 　 ●

실수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아이디어 ● 　 　 　 　 　 ● 　 ●

학습을 위한 자원획득 ● 　 　 　 　 　 ● 　 　

유연한 적용
학습결과의 빠른 적용 ● 　 　 　 ● 　 　 ● ●

실험정신 ● 　 　 　 　 　 ● 　 　
학습한 내용 적용 유연성 　 ● ● 　 ● ● 　 　 　

상황에 대한 유연성 　 　 　 ● 　 　 ● 　 　
① Lombardo & Eichinger(2000), ② McKenna et al.(2007), ③ DeMeuse et al.(2010), 
④ Bedford(2011), ⑤ DeRue et al.(2012), ⑥ Johnson & Scott(2012), ⑦ Swisher et al.(2014), 
⑧ Swisher(2014), ⑨ Mitchinson & Morris(2014)

<표 Ⅱ-3> 학습민첩성 특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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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와 측정

1)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는 Lombardo와 Eichinger(2000)의 논문에서 처음으

로 제시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Bedford(2011)는 그의 연구에서 학습민첩성 측정도

구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학습민첩성 

구성요소를 제시하였고, Mitchinson과 Morris(2014)는 4가지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와 1가지 방해요소를, Smith(2015)는 행동기반의 5가지 학습민첩성

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Lombardo와 Eichinger(2000)는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

데, 대인민첩성(People Agility), 결과민첩성(Results Agility), 정신민첩성

(Mental Agility), 변화민첩성(Change Agility)이 그것이다. 먼저 대인민첩성

은 스스로를 잘 알고, 건설적으로 타인을 대하면서, 주변사람과의 충돌에도 발

전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인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며,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이다. 둘째, 결과민첩성은 목표달성에 대한 열정이 높고,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조건하에서 결과를 만

들어내는 정도를 말한다. 결과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에

서도 고성과 팀을 만들 수 있고, 혁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정신민첩성

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핵심을 찾아내

고,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연결하여 체계적 조합을 찾아내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신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고, 복잡한 일에 흥미를 느끼고, 문제

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동시에 의미를 찾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민첩성은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테스트 사례 실험이나 기술 습득 활동 참여 

등을 좋아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습득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

미한다. 변화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창조적이며, 업무를 개선하고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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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her 외(2010)는 위의 4가지 구성요소에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추가하여 대인민첩성, 결과민첩성, 정신민첩성, 변화민첩성, 그리고 자기인식 등 

5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자기인식상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궤도수정에 대해 개방적

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개인 발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새로운 경험, 기술습득의 기회 등을 찾아다닌다. 또한 피드백과 성찰

을 매우 중요시 하여,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현상을 잠재적 피드백 대

상으로 생각한다. 

Bedford(2011)는 학습민첩성을 단일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정

의와 특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학습에 민첩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찾고, 학습의 기회를 찾아다니며, 탐구심과 개방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새로운 행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도 

하였다. 

Mitchinson과 Morris(2014)는 학습민첩성의 대안적 개념을 개발하였는데,  

혁신(Innovating), 실행(Performing), 성찰(Reflecting), 위험감수(Risking) 

등 4가지 구성요소와 함께, 학습민첩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방어(Defending)를 

제시하였다. 먼저, 혁신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 대해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실행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침착하게 대응

하고, 빠르게 상황을 관찰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찰은 경험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구하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는 의도적으로 도전적 상황을 대면하

려고 하며,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직무나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다. 학습민첩성

을 방해하는 요소인 방어의 경우에는 방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에 대해 개

방적으로 대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유혹을 뿌리치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학습민첩성의 각 구성요소가 민첩한 학습을 

위한 행동적 필요요소라고 하였으나, 4가지 요소가 동시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

고 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실행하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위험감수를 

동반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학습민첩성은 

온전하게 행동기반의 모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민첩성 구성요소가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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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적 능력, 기술, 경험적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

서 성공할 때 보여지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ries와 Pepermans(2012)는 4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 리더십 잠재력 모델

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학습민첩성이었고, 나머지 3가지 구성요소는 분

석적 기술(Analytical Skills), 추진력(Drive), 그리고 형성적 리더십

(Emergent Leadership)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을 학습의지, 감성 

지능, 적응성으로 보았는데, 학습의지는 학습기회를 위한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며, 감성지능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만의 개념을 보유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적응성은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

한 경험개방성으로 정의하였다. Dries와 Pepermans(2012)가 제시한 학습민

첩성 개념은 이전 연구보다 범위가 좁았다. 그러나 이들이 리더십 잠재력 모델

의 구성요소로 제시했던 나머지 3가지 요소와 선행연구에서 학습민첩성으로 제

시된 구성요소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먼저 지적 호기심을 포함하는 분석

적 기술은 학습민첩성의 변화민첩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추진력은 인내심

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결과민첩성과 유사하다. 마

지막으로 형성적 리더십은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건설적으로 타인을 활용

하며, 효과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대인민첩성, 

정신민첩성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들은 리더십 잠재력 모델의 한 구성요소로 

학습민첩성을 보면서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학습민첩성의 범위를 축소시켰지

만, 결론적으로 리더십 잠재력 모델의 구성요소들이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DeRue 외(2012)는 학습민첩성을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는

데,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행동에 적용하는 

속도(Speed)이고, 두 번째는 다른 아이디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고, 다른 상황 

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Flexibility)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민첩성을 정의하고 구성요소를 축소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요소나 태도적 요소들이 일부 누락되었다. 

마지막으로 Smith(2015)는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로 피드백추구(Feedback 

Seeking), 정보지향성(Information Seeking), 성찰(Reflecting), 실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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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ing), 유연성(Agility) 등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피드백 추구

는 동료와 상사에게 실수와 성과에 대한 건설적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고, 정

보지향성은 다양한 교육과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을 말한다. 성찰은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며, 실험성

은 실패가능성이나 불확실한 직무에 도전하고, 직무수행 시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다. 

2) 학습민첩성의 측정

학습민첩성의 측정은 Lombardo와 Eichinger(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

신민첩성(Mental Agility), 대인민첩성(People Agility), 변화민첩성(Change 

Agility), 결과민첩성(Results Agility)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방법을 중심

으로 개발되어 왔고, 이후 자기인식(Self-awareness)의 요인을 추가한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측정도구의 접근성의 한계, 측정

범위의 광범위함 등으로 인해, 후속 연구자들이 이와는 차별화된 측정도구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학습민첩성의 측정도구는 Lombardo와 Eichinger(2000)가 처음 개발하였는

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과거의 성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업이 주어지거나,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 때문에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

이나 새로운 과업/역할을 맡은 후, 일부는 성공적 수행을 해내지만, 일부는 과

거의 성과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학습민첩성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

다. 이 도구는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의 행동적, 

태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400부 이상의 설문조

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대인민첩성, 결과민첩성, 

정신민첩성, 변화민첩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 33 -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Eichinger 외(2010)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이 추가된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CHOICES™이라는 측정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27개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문항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들로 묘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측정

도구의 특징은 측정대상의 주변 사람들, 특히 직속상관 등을 통한 다면평가 방

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타인에게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주거나, 공유한다.’, ‘청자에 맞

추어 아이디어와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

고, 과업을 수행한다.’, ‘분명하고 뚜렷한 존재감이 있다.’, ‘지적인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황급한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변화가 불안정한걸 알지만, 많은 부분 수용한다.’, ‘어떤 논의

를 하던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소개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CHOICES™

는 다면평가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측정이 쉽지 않고, 측정자가 측정대상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CHOICES™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De Meuse 외(2011)는 

viaEDGE™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자기인식, 정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 등 5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CHOICES™와 같지만, 

자기평가 방법을 활용하였고, 온라인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자 등에게도 활

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문항개발을 위해  CHOICES™ 측정도구, 일터행

동목록(Workplace Behavior),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SME(Subject 

Matter Experts) 패널 등 4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viaEDGE™는 생물학적 

데이터, 성향 및 행동, 상황적 판단,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 총 116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일터에서의 상황을 제시하고, 개인적 성향과 경험에 

기초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내적일

치도(cronbach’s α)는 0.8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viaEDGE™는 자기측정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의 오류를 내포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문항구조에 사회적으로 긍정적

으로 여겨지는 구절들을 제거하고, 예비조사에서 평균점수가 너무 높은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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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제하였다. 

또한 Learning From Experience(LFE)라는 인터뷰를 통한 학습민첩성 측

정도구가 있으나, 이 도구를 활용한 연구물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FE 역시 정신민첩성(Mental Agility), 대인민첩성(People Agility), 변화민첩

성(Change Agility), 결과민첩성(Results Agility)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으며, CHOICES™ 개발과 viaEDGE™ 개발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된 도구이다. 

그러나 Eichinger 외(2010)의 CHOICES™와 De Meuse 외(2011)의 

viaEDGE™는 모두 측정도구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Bedford(2011)는 학습민첩성과 업무성과 및 

승진과의 관계 연구에서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

항으로 단일요인인 학습민첩성을 진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개인

특성 측정을 위하여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96)

와 HDS(the Hogan Development Survey; Hogan & Hogan, 1997)를 활용

하였고, 인지 능력의 측정을 위해서는 EAS(the Employee Aptitude Survey; 

Ruch, Stang, McKillip, & Dye, 1994)와 WGCTA(the Wats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 Watson & Glaser, 2008)를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0.92로 높

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측정도구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측정이 간편하고 자료 공개를 통한 높은 접근성으로 국내에서 실시

된 학습민첩성 연구들(김택진, 이희수, 2016; 김미리내, 2016; 이승연, 2015; 

최영준, 2014)에서도 해당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Bedford(2011)의 

도구는 인지적 측면과 개인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터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발 및 발휘되는 학습민첩성의 대인관계적 측면과 실제 적용적인 측면의 내용

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Mitchinson과 Morris(2012)가 개발한 LAAI(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가 있는데, 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5가지 구성요소인 

혁신(Innovating), 실행(Performing), 성찰(Reflecting), 위험감수(Risking),  

방어(Defending)를 측정할 수 있는 29개의 자기응답식 도구를 제시하였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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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였으나, 개인 

5대 특성(big five)과 구별되는 타당성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개발

한 도구는 온전히 행동기반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습민첩성 

도구들과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학습민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창현 외

(2016)가 자기인식, 성장지향, 사고유연, 성찰추구, 행동변화 등 5개 요인, 25

문항의 자기응답식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위

요인을 구인화하고, 요인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시문항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서로 다른 개념과 아이디어

를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의

문을 제기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이나 학습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등이 있다. 

위에서 고찰한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일부 연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측정하여 학습민첩성의 특수성

과 명확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Lombardo와 Eichinger(2000)는 정신

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 등을 측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광

범위하여 경험학습, 무형식 학습 등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고

(Wang & Beier, 2012), 다면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CHOICES™

(Lombard & Eichinger, 2000)는 인지적 측면의 측정문항이 많아 다면평가에

서 오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관찰가능한 행동적 측면의 문항에 집

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Mitchinson et al., 2015). 

두 번째는, 단일 요인으로 학습민첩성을 측정하여 방법론적인 완벽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선 학습민첩성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별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

과정적 측면과 학습맥락적 측면 등 크게 2가지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

다(류혜현 외, 2016). 그렇기 때문에 Bedford(2011)의 단일요인 측정도구는 

학습민첩성의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타당성 확보에 실패하거나 공식적 연구물이 발표되지 않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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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도 있다(De Meuse et al., 2011; Mitchinson & Morris, 2012).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학습민첩성 구성요소를 포함하면

서도 학습민첩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가능한 행동적 측면의 측정

도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mith(2015)는 피드백추

구(Feedback Seeking), 정보지향성(Information Seeking), 성찰(Reflecting), 

실험성(Experimenting), 유연성(Agility)으로 구성된 38개 문항의 자기응답식 

도구를 제시하였는데,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0.8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나의 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무절차를 평가하여 향후 직무 수행에 활용

한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과업에도 도전한다.’ , ‘상반되는 여러 관

점들 사이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등이 있다. 이 측정도구는 행

동적 측면을 기반으로 문항을 제시하여, 자기평가로 인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

평가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의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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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ombardo & Eichinger
(2000)

Eichinger 외
(2010)

De Meuse 외
(2011)

De Meuse 외
(2011)

Bedford
(2011)

Mitchinson & Morris
(2012)

Smith
(2015)

문항
구조 76문항 81문항 - 116문항 9문항 29문항 38문항

하위
요인

▪대인 민첩성
▪결과 민첩성
▪정신 민첩성
▪변화 민첩성

▪자기인식
▪대인 민첩성
▪결과 민첩성
▪정신 민첩성
▪변화 민첩성

▪대인 민첩성
▪결과 민첩성
▪정신 민첩성
▪변화 민첩성

▪자기인식
▪대인 민첩성
▪결과 민첩성
▪정신 민첩성
▪변화 민첩성

▪단일요인
▪혁신
▪실행
▪성찰
▪위험감수
▪방어

▪피드백 추구
▪정보지향성
▪성찰
▪실험성
▪유연성

측정
방식

다면평가방식 
(측정대상의 

주변동료나 상사가 
측정)

다면평가방식 
(측정대상의 

주변동료나 상사가 
측정)

인터뷰 방식 온라인을 활용한 
자기평가 방식

자기평가
방식

자기평가
방식

자기평가
방식

제한점

▪ 측정대상의 
주변인이 
측정대상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음

▪ 측정대상의 
주변인이 
측정대상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음

▪ 아직까지 공식적 
연구물이 발표되지 
않았음

▪ 자기평가 방식으로 
자기 과시효과 
혹은 자기 인식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문항 개수가 많아 
측정 시,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비해 
문항이 적어 
학습민첩성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음

▪ 타당성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행동기반의 
문항으로만 
이루어짐

-

<표 Ⅱ-4> 학습민첩성 측정에 대한 연구자별 대상 및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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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

학습민첩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

습민첩성의 개념 정립 및 명확화이고, 두 번째는 학습민첩성의 중요성이며,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습민첩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학습민첩성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가 된 연구는 Lombardo 

와 Eichinger(2000)의 연구이다. 이들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자들이 직무나 역

할이 변화되었을 때,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갑자기 도태되는 사람들

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경험을 통한 학습, 

성장, 변화의 모습이 달랐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첩하게 학습하는 사람

들의 특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학습민첩성의 4가지 특성(대인 민첩성, 결과 민

첩성, 정신 민첩성, 변화 민첩성)을 제시하였다. DeRue 외(2012)는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학습민첩성을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학습민첩성

의 중요한 특성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의 속도와 상황에 적절한 아이디어의 빠

른 이동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1]� 학습민첩성�개념적�모델�

출처: DeRue. D. S., Ashford. S. J., & Myers. D. G. (2012) Learning Agility: In Search of Conceptual
Clarity and Theoretical Grounding.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3), 25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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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습민첩성의 정의와 범위, 이론적 명확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논

의가 지속되고 있다. Arun Coyle과 Hauenstein(2012)은 DeRue 외(2012)가 

학습민첩성의 특성으로 제시한 속도와 유연성 대해 비판하면서 학습민첩성 구

성요소가 여전히 모호하고, 과학적 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였으나, De Meuse, Dai, Swisher, Eichinger와 Lombardo(2012)는 
DeRue 외(2012)에 의해 제시된 좁혀진 학습민첩성 정의가 개념적 명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Mitchinson 외(2012)의 경우에는 엄격한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는 딜레마라고 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학습민첩성의 개념 명확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
고 있으나, 개념적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학습민첩성의 특성상 
학습민첩성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탐색적 연구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민첩성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wisher(2014)는 학습민첩성이 고성과 리더들의 예측요인이라고 하면서, 새로

운 직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서 영리한 직무수행을 예약해 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민첩성은  

IQ, EQ,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Fortune지 100대 기업의 

25%가 잠재적 리더 후보의 확인용으로 학습민첩성을 활용한다고도 하였다. 

Joe(2014)는 학습민첩성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논의하면서, 2008년에서 2012

년 사이에 98%의 기업이 눈에 띌만한 변화를 경험했고, 2012년 한해에만 

56%의 조직이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민첩성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모든 직무와 역할에 학습민첩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De Meuse 

외(2008)는 고성과자의 71%가 높은 잠재력 보유자가 아니지만, 높은 잠재력

을 보유한 직원의 93%가 고성과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은 새롭고, 다르고, 도전적인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며, 학습민첩성이 핵심 지표

라고 하였다. 학습민첩성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성과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학습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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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민첩성이 성과, 진

급 등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Eichinger

와 Lombardo(2004)는 313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을 잠재력의 주

요변인으로 확인하는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이 승진 후의 직무수행과 긍정적 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Bedford(2011)은 학습민첩성과 일터에서의 성과 및 승진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학습민첩성이 직무 성과와 향후 승진

에 대한 가능성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적 능력과 개인적 특

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다. Dries 외(2012)는 

학습민첩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직원들의 개발과 식별에 대한 연구에서 학

습민첩성이 직무 내용과 관련한 학습(β=0.49, p<0.001), 직무에서의 행동적 

기술(β=0.39, p<0.001)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높은 잠재력 보유자 

식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β=0.52, p<0.001). 국내에서도 학습

민첩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김택진, 이희수(2016)는 국

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이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는데, 학습민첩성이 조직변화몰입에 정적인 영향(β=0.357, p<0.05)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내(2016)와 김시은(2017)는 국내 대기업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이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승연(2015)은 수평적 개인주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조직변화몰입, 조직변화태도, 혁신행동, 적응수행 

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안, 2017; 박상오, 2017; 

조영찬, 2017; 홍선주, 2017). 이와 더불어 학습민첩성의 선행변인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으나, Dries 외(2012)의 연구에서 직무다양성이 학습민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Yadav와 Dixit(2017)은 학습민

첩성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 연구에서 학습목표지향성과 조직문화가 학습민첩

성과 정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논의 및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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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외 실증연구는 학습민첩성과 결과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나, 

학습민첩성이 개발 가능하고, 미래성과에 대한 예측변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학습민첩성 선행변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무 수행 상에서 발휘되는 학습민첩성의 특성상 각 조직이 보유하

고 있는 환경과 특성은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복잡성

과 역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직 민첩성이 중요해지면서, 조직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 스스로도 적절한 준비를 갖춤과 동시에, 

인적자원에게 적절한 준비를 갖춰주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Wright et al., 

2001). 학습민첩성은 지능이나 머리가 좋은 것(being smart)과는 다른 개념으

로(Eichinger & Lombardo, 2004; Sternberg et al., 1995), 개인의 지능은 

단순히 그 개인의 심리적 역량이나 능력을 말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being 

smart)이 직무적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Hogan & Kaiser, 2005). 그러나 

경험을 통해 빠르게 학습하는 학습민첩성은 사회적이고, 맥락적인 요인을 말하

므로(DeMeuse et al., 2012),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직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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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변인(직무

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및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개인변인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개인변인과 직무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직무나 역할을 맞닥뜨렸을 때,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

을 바탕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현재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학습 의지, 능력, 학습내용의 적용, 경험 간의 연결능력, 경험

의 통합을 통한 원리 수립 등의 개인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Lombardo와 

Eichinger(2000)는 개인이 새로운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

선에서 도태되게 되는 것은 과거의 성과와 업무처리 방식에 집착하고, 새로운 

과업을 예전 과업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인식하면서 결국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자 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개인이 특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질인 개인의 성격은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가 주어졌을 때 발휘되는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험

개방성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독창적인 특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학습민첩성의 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다양

한 경험은 지식, 기술, 관점의 폭을 넓혀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

시하게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다양한 경력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새

로운 원리를 수립하는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민첩

성은 새로운 상황, 변화하는 환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변화몰입은 직무나 역할

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도적 직무 또는 역할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경험개방성, 경력다

양성, 변화몰입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변인별 개념과 측정방법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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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1) 경험개방성의 개념과 측정

경험개방성은 인간의 성격 요인 중 하나로, 성격은 개인이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

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질을 의미한다.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제

시되고 있는데, 초기의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 Allport(1931)는 성격을 개인의 

고유한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신체적 체계 내의 역동적인 조직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Cattell(1965)은 개인이 어떠한 환경을 마주했을 때 무

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특성을 성격이라고 하였으며, Pevin(2003)은 한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 때 일관적이고 지

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인의 상호작용 패턴이면서 개인에 따른 특이한 심리적 

특성을 성격의 정의로 제시하였다. 성격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적 이론, 행동

주의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 특성 이론(유형이론, 특질이론) 등 네 가지 접근 

방식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성격 

5요인은 특질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성격의 분석 단위를 특질(Trait)을 

기초로 하게 되면서, 이러한 성격 특질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

었는데, 특질은 각 개인들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고유

의 사고, 감정, 행동 방식 등을 의미한다(McCrae & Costa, 1997). Allport와 

Odbert(1936)는 Webster 영어대사전을 분석하여 성격의 특질을 나타내는 

4,504개의 형용사를 찾아내었고, 이 용어들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이후에 

Cattell(1943)이 Allport의 분류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46개의 표면 특

질과 16개의 근원 특질을 추출하여 16 Personality Factor(16PF)를 개발하였

다. 이후 Fiske(1949), Tupes와 Christal(1961), Norman(1963) 등의 다양

한 학자들이 16PF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 5요인을 제시하였고, Goldberg

(1981)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성격 5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Big 

Five’라고 명명하였다. 성격 5요인은 신경증, 경험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이 ‘big’이라고 명명된 것은 각 요인 

내에도 수많은 특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노안영, 강영신, 2012).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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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대조되며, 정서

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지,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정신적 반응을 보이는지를 나

타낸다. 신경증의 세부요인으로는 불안, 적대감, 자의식, 충동성, 분노, 우울, 스

트레스 취약성 등이 있다. 따라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근심이나 걱정이 많

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하고, 화를 잘 내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쉽다

(Costra & McCrae, 1992). 두 번째, 경험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사고로 스스로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나서는 진취

성과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개방성

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받아들

일 수 있다. 세 번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범 및 원칙을 지

키고자 하고,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꼼

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성실성의 세부요인으로는 질서, 의무 준수, 

성취노력, 책임감, 자기통제성, 완벽성이 포함되어 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

은 원칙과 목표에 따라 주어진 과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수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융통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의 창의적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John et al., 2008). 반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직무 수

행에 있어 끈기가 부족하고, 목표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산만하며, 주변 환경적 

방해물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5). 네 번째, 외향성

(Extraversion)은 대인관계의 선호와 범위, 주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원하는지의 정도와 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외향성의 세부 요인으로는 사교성, 자기주장성, 온전성, 적극성, 흥분추구, 활동

성이 있다(송지은, 2013).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활발하고, 자기주장을 잘한다.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리더

가 되기 쉽고, 친구도 많은 반면, 때로는 남의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만 관심이 있고, 거칠고 소란스러울 가능성도 있다(이선정, 2015).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가 소원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깊게 사귀고, 자신에 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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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통해 자기 분석을 잘하는 특성이 있다(고춘예, 2012). 마지막으로 친화

성(Agreeableness)은 타인을 가깝게 느끼고, 타인과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친화성의 세부요인으로는 믿음, 도덕성, 강직함, 이

타성, 수용성, 겸손, 휴머니즘, 온화함이 포함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남

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협조적이며, 예의바르고, 관대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비협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해 질투심이 많고 적대적이다(Petrides & Furnham, 2001). 

이러한 성격 5요인 중 경험개방성은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며, 경험

개방성을 지성(Intellect)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도 있었을 정도로 지적으로 민감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Goldberg, 1992). 경험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서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McCrae & Costa, 

1986),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Judge & Locke, 

1999). 또한 도전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등을 발전시켜 도전수준과 균형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업에 높은 집중력을 보이게 된다(박근수, 유태용, 2007). 경험개방성에 대한 

하위 요인은 상상, 심미성, 행동경험개방성, 사고경험개방성, 창의성, 합리성, 진

취성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심적인 의미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

가 지니는 깊이와 폭, 독창성과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John & 

Srivastava, 1999). 따라서 경험개방성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화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처하

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개방성은 Costa와 McCrae(1987)가 다양한 성격 척도 요인분석을 통

해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경험개방성 세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격검사 도구 NEO-I(NEO-Inventory)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

다. 이후 1992년에는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I의 개정판인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을 개발하였다. 또한 

Goldberg(1999)는 신경증, 경험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등 성격 5요인 

측정을 위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개발하였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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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10개의 문항씩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PIP는 유태용 외

(2006)가 한국어로 번안하였는데, 신뢰도 계수는 0.64로 나타났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에 의해 번안된 IPIP 중 경험개방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수진과 이주일(2016)의 연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활용

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0.81로 나타났다. 

2) 경력다양성의 개념과 측정

경력이란 개인의 직무 경험의 시간경과에 따른 순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개인의 경력은 자발적인 선택과 맥

락적 조건을 동시에 반영하게 되는데, 자신의 역량과 기회, 경제적 상황 및 기

술적 환경의 속성, 자신의 선호도가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과 관련한 경험의 다양성으로 축적되어가는 것

을 경력다양성이라 한다(Karaevli & Tim Hall, 2006). 이러한 경력상의 경험

들은 생산, 영업, 관리, 재무, 법무 등의 ‘직능 다양성(Functional Variety)’

과 기업별, 산업별, 국가별 맥락의 ‘조직적 다양성(Institutional Variety)’으

로 분류될 수 있다(Smith & White, 1987; White, Smith, & Barnett, 1994). 

그동안 다양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개인보다는 팀이나 집단 기능으로서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각각의 팀원이 다양한 기능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정보의 폭이 넓게 된다는 것이었다. 

집단이나 팀에서 과업정보, 노하우 등이 다른 원천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기능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적 다양성은 지식의 통합을 촉

진하고,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하게 되므로, 기능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 기능

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다(Tizner & Eden, 1985). 이

러한 기능적 다양성과 더불어서 집단단위의 경력다양성에 대한 것으로는 주기

능 다양성이 있는데, 집단이나 팀에 소속된 개인이 현재까지 겪었던 직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보냈던 기능적 분야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다양하게 존재

하는 것을 말한다(Bunderson & Sutcliffe, 2002). 이 접근법에 따르면 각 개

인이 각각 다른 주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즉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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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때, 팀 성과, 혁신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Korn, Milliken, & 

Lant, 1992). 

이러한 기능적 다양성은 개인 범주로 좁혀지면서 개인이 제한된 직무와 분야

에 걸쳐 직무경험을 지니고 있는지, 광범위한 직무와 분야에 걸쳐 직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경력다양성을 보았다(Bunderson & 

Sutcliffe, 2002). 개인의 경력다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직능적 다

양성과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Beyer et al., 

1997), 이러한 다양한 직능적 경험은 지식, 기술, 관점의 폭을 넓히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승진, 전반적 긍정효과, 기술습득 지각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ajagopalan & Datta, 1996, Campion, 

Cheraskin, & Stevens, 1994). 또한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상황적 학습이 적응성에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학습은 다양한 

직무, 조직, 분야에 노출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므로, 따라서 기능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조직 및 산업부문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Tyre & Von Hippel, 

1997).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진부함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전의 학습 및 경험과의 결합을 통해 인지의 폭을 확대시킨다

(Maddux, Adam, & Galinksy, 2010). 또한, 이러한 경력다양성은 다양한 경

험을 통해 축적된 기억들을 촉진하여 일반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근본적으로 하나의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Thompson, Gentner, & Loewenstein, 2000). 만약 개인이 특성화된 한 분

야 혹은 한 직무에서만 경력을 쌓는다면, 새로운 직무, 영역, 또는 신기술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을 ‘경력 틀(Career Routine)’이라

고 부를 수 있다(Hall, 1986). 이러한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기반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Cyert & March, 1963). 

경력다양성(Career Variety) 측정과 관련하여 팀이나 집단 단위에서 업무경

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팀이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는지에 대해 측정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집단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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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기능적 다양성 지수를 0(낮은 다양성)에서 1(높은 다양성)의 범위를 

갖도록 한정하되, 연구자가 제시한 전체 분야가 네 가지 분야일 경우, 네 분야 

모두 경험했을 경우 1을 부여하고, 세 분야를 경험하면 0.75, 두 분야는 0.5 

형식으로 값을 부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부여된 다양성 점수를 더하여  팀이

나 집단 값을 산정한 다음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7명인 팀에서 0.25 4

명, 0.5 3명일 때, 팀 경력다양성 지수는 0.35{=(0.25X4+0.5X3)/7}가 된다. 

한편, 이러한 팀이나 집단 단위의 다양성이 아닌, 개인단위의 경력다양성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경력다양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능적 다양성(Functional 

Variety)과 조직적 다양성(Institutional Variety)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의미

하고,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경력다양성을 측정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산업분야, 직군, 직무를 경험했는지 측정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경력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나, 팀내 팀원들의 

과업관련 다양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재무, HR 구매, 영업, 마케팅, 생산 등 11

개 직무 범주를 활용하여 직무수행 경험을 측정한 경우가 있다(박종혁, 권석균, 

2009). Crossland 외(2014)는 어떠한 산업분야, 직무를 거쳐 CEO가 되었는

지를 측정하여 이를 경력다양성으로 보았는데, 조직적 다양성의 경우에는 10개

의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에

너지, 재료, 산업재,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정보기술, 통신, 통신

서비스 및 유틸리티 등으로 코딩을 하였다. 또한 직능적 다양성은 생산, 운영,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회계/재무, 경영, 마케팅/영업, 인사/노무 등 8개 부문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직능적 다양성의 경우에 같은 직무를 여러 번 담당한 

경우에는 1로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를 하다가 인사 직무로 

이동하고, 다시 마케팅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직능적 다양성이 2로 측정된다. 

이와 더불어 Karaevli와 Tim Hall(2006)도 경력다양성이 적응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능적 다양성과 조직적 다양성을 측

정문항으로 제시하였다. 

 



- 49 -

3) 변화몰입의 개념과 측정

조직의 환경변화는 조직 활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과 조직은 온전히 독립

적일 수 없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환경변화에 얼마

나 잘 적응하느냐는 조직의 생존과 유지,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

다(이윤원 외, 2009).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도 변화하여야 하는

데, 조직변화는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유형을 변화시켜서 조직

의 환경적응 수준을 높이고, 조직을 성장 및 발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Dalton & Laurence, 1970). 때문에 조직의 변화는 결국 조직구성원들의 행

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조직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구성원들의 강한지지와 의지가 변화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기업의 경쟁력과 변화와 관련한 주요 변인으로 조직몰입이 연구되어 왔는데, 

변화몰입은 조직몰입과는 개념적, 경험적으로 구분되며, 조직몰입보다 변화에 

대한 지지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밝혀졌다(Ford et al., 2003; 

Hescovitch & Meyer, 2002). 

변화몰입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변인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Jaffe 외(1994)는 조직변화가 일어날 때 조직구성원들

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거부, 저항, 

탐색, 몰입 등 4단계를 거치게 되며, 몰입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구성

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하였다. Conner(1992)는 변화몰입

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후, 변화를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에 대한 내

재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구성원과 조직변화 목표 간

의 강한 결속력을 제공하는 다리로서의 변화몰입을 정의하였다(Conner, 200

2). 변화몰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로 제시되는 Herscovitch와 

Meyer(2002)는 변화에 대한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나 사고방식을 변화몰입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화몰입은 단순

히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지지하는 의도

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실행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조직변화에 대한 성

공과 실패의 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의 변화몰입에 따른 것일 수 있다(Co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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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son, 1982). 정리하여 보면, 변화몰입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

지고, 변화 지지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몰입은 연구자들에 따라 그 구성요인이 다르게 제시되어 아직까지 명확

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Herscovitch와 Meyer(2002)가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변화몰입을 정서적 변

화몰입(Affective Commitment to Change), 지속적 변화몰입(Continuance 

Commitment to Change), 규범적 변화몰입(Normative Commitment to 

Chang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중 정서적 변화몰입이 구성원의 변화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owarth & Fafferty, 

2009). 먼저 정서적 변화몰입은 조직의 변화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직

변화를 지지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로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목

표 달성을 위해 조직변화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속적 변화몰입

은 비용과 관련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의 이득과 손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몰

입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변화몰입은 의무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

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사유가 내적규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몰입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는 조직에서 구성원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

야 한다. 

변화몰입의 측정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Herscovitch와 

Meyer(2002)가 세 가지 구성요인에 맞추어 개발한 도구로, 정서적 변화몰입 

6문항, 지속적 변화몰입 6문항, 규범적 변화몰입 6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도구의 신뢰도

는 0.88이었다. 이들의 도구는 박종록(2014)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손향신(2010)의 기업 근로자 대상의 연구 등 국내연구에서도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번역된 도구의 신뢰도는 0.81~0.88로 높은 편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회사의 변화를 위해 내가 반드시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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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Fedor 외(2006)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변화몰입 측정도구를 제

시하였는데, 총 4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다. 이들은 몰입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실제 변화에 대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몰입

에 초점을 두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우

리 회사의 변화가 성공적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있

다.’, ‘나는 우리 회사의 변화를 위해 충분히 지지한다.’, ‘나는 우리 회사

의 변화를 지지하도록 다른 동료와 부하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이 도구 역시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도는 0.83이었다. 

 

나. 직무변인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황을 관리하

고, 추진력을 가지고 지속적 개선을 해나가는 학습민첩성의 맥락적 특성상

(Mitchinson & Morris, 2014; Swisher et al., 2014), 이러한 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직무특성의 영향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직무특성은 직

무수행 상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직무특성 

변인들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변인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직무특성 이론은 Hackman과 Oldham(1975)의 직무특

성모델이다. 이들은 기술 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종

업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특성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직무특성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그러나 이들이 선정한 다섯 가지 핵심직무특성 변인이 명확한 것인지, 다

른 직무특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지, 혹은 다섯 가지 직무특성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고,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목적

에 부합한 직무특성 변인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Dunham, 1977; O'Reilly et al., 1980). 이와 더불어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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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을 2요인으로 나누

어 설명한 직무요구-자원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직무특성이론이 

궁극적으로 개인성과 혹은 직무성과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핵심직무특성

들을 선정하고 연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

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좀 더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접근하기 위하여 직무요

구와 직무자원으로 이루어진 2요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Demerouti et al., 

2001). 그러나 직무 요구-자원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직무특성들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역량갈등, 직무과다, 직무정체성, 직무다양성, 직

무자율성, 상사지원 등 학자마다 다양한 직무특성들이 제시되었다.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학자마다 제시하고 있는 핵심직무특성은 다르지만, 직무특성이란 조

직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자체

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특성이 구체적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특성 변인들은 주로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 내재화 등의 조직유효성이나 개인 창의성, 직무성과 등 개인행

동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직무자율성과 직무도

전성(직무다양성)이 가장 빈번하게 직무특성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서용욱 

& 홍정화, 2014). 최근에 들어서는 직무특성과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직무특성과 창의적 학습의 관계(Ellstrom, 2001), 직무

특성과 전문적 학습활동의 관계(Van Woerkom, 2003), 직무특성과 직무수행 

시 협력학습의 관계(Kwakman, 2003), 직무특성과 직무관련 학습의 관계

(Doornbos et al., 2008), 직무특성과 학습조직준비도, 학습목표지향성의 관계

(박미숙, 2009), 직무특성과 무형식 학습의 관계(문세연, 2010), 직무특성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지식(기술) 보유 및 활용을 포함한 전문성과의 관계(주대진, 

김진모, 2010), 직무특성과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관계(윤세훈, 나승

일, 2015), 직무특성과 비공식학습의 관계(상서교, 2017) 등 매우 다양한 학

습관련 변인과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

에서 주로 활용된 직무특성변인은 Doornbos 외(2008)가 제시한 직무특성 변

인으로 이들은 직무다양성(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등 3가지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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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무특성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자체의 특성이나, 핵심 

직무특성 변인은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최근에 학습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직무특성 변인은 Doornbos 외(2008)가 제시한 

직무특성 변인으로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등 3개 변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무형식학습과 직무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관련 무형식 학습과 관련된 직무특성으로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의 3가지 직무특성을 선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Doornbos 외(2008)가 제시한 직무특성 변인을 활용하

여 학습민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직무도전성의 개념과 측정

직무도전성의 개념을 기술하기에 앞서, 직무도전성을 포괄하는 직무특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직무자체가 보유한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직무와 관련된 동기, 만족도, 성과,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

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

는 것이 직무특성이론이며, 이러한 직무특성이론은 Turner와 Lawrence(1965)

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Turner와 Lawrence(1965)는 직무특성을 측정하여 이전까지 명확하지 않았

던 종업원의 태도와 성과에 밀접한 직무특성을 특성화 하여 6가지의 직무특성

을 제시하였는데, 다양성(Variety), 자율성(Autonomy), 책임감(Responsibility),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Required Knowledge and Skill),  선택적인 상호작용

(Optional Interaction), 그리고 요구되는 상호작용(Required Interaction)이 그것이다. 

이후 Hackman과 Oldham(1975)이 직무특성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ackman과 Oldham(1975)의 직

무특성모델에서는 어떻게 직무특성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과업정체성

(Task Identity),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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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Feedback)을 핵심직무특성이라고 하면서, 핵심직무특성이 직무에 대한 의

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인지감 등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림�Ⅱ-2]� Hackman과� Oldham(1975)의�직무특성모델

출처: Hackman. J. R., & Oldham. G. R. (1975).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0(2). 159-170.

직무와 관련된 학습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직무특성은 Doornbos 

외(2008)가 제시한 것으로 과업다양성(Task Variation), 과업자율성(Task 

Autonomy), 직무부담(Work Pressure)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과업다

양성은 종업원에게 새롭고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하는 정도로 이러한 직무특성

이 직무와 관련된 학습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과업

자율성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

다. 높은 직무자율성을 가진 경우에는 직무수행 방법과 완료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이고, 낮은 직무자율성을 가진 경우에는 직무수행

에 대한 결정권이 없이 제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직무부담은 종

업원들이 직무를 빠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도전성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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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반복적이지 않은 직무이면서, 직무수행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

해 노력하도록 하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직무수행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였다(Kraut & Ronen, 1975; Staines & 

Quinn, 1979). 이후 Brown과 Peterson(1994)은 직무 수행에 있어 동료와의 

선의의 경쟁을 즐기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 근거로써 

상대적 개념의 직무도전성을 제시하였고, Meyer와 Allen(1988)은 직무가 얼

마나 도전적이고 흥미로운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직무도전성으로 정의하면서, 

도전적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고, 성공적인 과업 수

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그 결과로 조직에 대한 몰입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Doornbos 외(2008)는 직무 자체가 얼마나 새롭고 도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를 직무도전성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직무도전성 정의를 종

합하여, 이 연구에서 직무도전성은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과업에서, 직무에 

부여된 도전적인 특성으로 본인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로 직무도전성을 정

의하였다. 

직무도전성의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Meyer와 Allen(1988)이 개발한 도구는 단일요인으로 총 3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박재민과 정승용(2011)이 직무도전성과 직무태도의 관계를 연

구하면서 이 도구를 활용하였다. 국내의 직무도전성 측정도구 개발 사례는 김

혜경(1988)의 도구가 있는데,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관련 태도의 

관계 연구에서 Campbell과 Pritchard(1976)와 Jeffrey 외(1980)가 제시한 

직무도전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단일요인 5문항으로 이루어진 직

무도전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도구의 문항 중 1문항은 ‘내 자

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다.’로 직무자율성에 해

당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 연구에서는 해당문항이 제외된 4개의 문항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용관 외, 2015; 백지영, 2016). 이외의 Zeits 외

(1997)가 개발한 종합품질관리설문(Total Quality Management Survey)은 

광범위한 조직의 시스템에 관한 측정도구로써, 13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직무도전성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직무는 나에게 도전성을 제공한다.’, ‘나는 나의 직무수행에 있어 새로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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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등이 있다. 최근에는 Doornbos 외(2008)가 업무 

연관 학습의 관련변인 연구에서 직무특성 중 하나로 직무도전성을 제시하였는

데, 이 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나의 직무는 도전

적이다.’, ‘내가 하는 일은 변화무쌍하다.’등이 있다. 이들의 도구는 문세연

(2010)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안하여 활용되었는데, 

신뢰도는 0.828로 나타났다. 

2) 직무자율성의 개념과 측정

직무자율성(Job Autonomy)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Hackman과 Oldham

의 직무특성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

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 5개의 핵심직무특성을 선정하여 이들 

핵심직무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직무자율성은 동기적 직

무설계이론에 핵심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Campion, 1988). 직무자율성 

개념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수행에 있어 부여되는 자유와 독립성의 

정도로 정의되었다가, 이후에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활용할 방법을 선택하며, 이후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로 정의되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Volmer, Spurk & 

Niessen, 2012; Jackson & Mullarkey, 1995). 

또한 Morgeson과 Humphrey(2006)는 그간의 직무특성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특성을 완벽하게 측정할 도구에 대한 연구

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WDQ(Work Desig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들은 직무자율성을 3개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과업을 처리

하는 순서나 계획수립과 관련한 업무계획 자율성(Work Scheduling 

Autonomy), 두 번째는 독창성이나 판단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자

주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자율성(Decision-Making Autonomy), 마지막은 업

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활용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방법 자율

성(Work Methods Autonomy)이 그것이다. 그리고 Simons와 Denessen(2008)

은 직무자율성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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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하였는데, 높은 직무자율성을 가진 경우에는 직무수행 방법과 완료

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이고, 낮은 직무자율성을 가진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결정권이 없이 제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내

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일정을 계획하고, 수행방법을 선택하며, 이후 수행과정에서도 과업

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자율성의 측정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된 도구는 Hackman과 Oldham(1975)

의 직무진단조사(Job Diagnostic Survey; JDS)이다. 이들은 직무수행자들의 

동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재설계를 하고자 하였고, 직무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직무진단조사(JDS) 도구를 개발하였다. 직무진단조사(JDS)는 직

무특성, 개인심리, 개인 성장 요구 강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7개 조직

의 62개 직무, 658명을 대상으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

나 이 도구는 요인분석 설문문항이 복합적으로 적재되거나, 직무자율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독립성 개념과 혼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Harvey, 

Billing & Nilan, 1985). 이 외의 직무자율성 측정도구로는 Cambell 외(197

0)가 개발한 측정도구가 있는데, 단일요인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시 

문항은 ‘나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는 업무절차를 자유롭

게 수립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가장 최근 개발된 도구로는 Doornbos 외

(2008)의 도구가 있는데, 이들은 직무특성으로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

부담을 제시하였고, 이 중 직무자율성은 단일 요인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직무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결정한다.’, ‘나는 

내가 원할 때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들의 도구는 문세연

(2010)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안하여 활용되었는데, 신뢰

도는 0.876로 나타났다. 

3) 직무부담의 개념과 측정

직무부담(Work Pressure)은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그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증가되는 직무 요구에 따라 종업원이 겪게 되는 경험으로 정신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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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력이 요구되는 직무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측면을 의미한

다(van Woerkom, Bakker, & Nishii, 2016). 직무부담은 직무요구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 의미가 직무 스트레스, 양적/질적 직무과다, 시간적 압박 등 직

무만족, 직무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직무 요구-자원 모델이 직무와 관련한 특성들을 요구(Demand)

와 자원(Resource) 등 2요인으로 나누어, 직무유효성이나 직무태도 등에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Bakker & 

Demerouti, 2007).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직무부담이 선행적 기술 개발이

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Ren & Chadee, 

2017), 단순히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특성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빠르

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담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직무부담의 측정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Spector와 Jex(1998)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작업스

트레스, 조직제한, 정량적 작업량 등 3개 요인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중 작업스트레스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의 직무는 매우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의 직무는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의 직무는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매우 적게 주어진다.’ 등이 있다. 또

한 Doornbos 외(2008)는 직무특성 중 하나로 직무부담을 선정하고, 측정도구

를 제시하였는데, 이 도구에서 직무부담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

항으로는‘나에게는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긴박한 업무가 있다.’, 

‘나는 다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이 있다. 이들의 도구는 문세연(2010)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번안하여 활용되었는데, 신뢰도는 0.831로 나타났다. 

다.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1) 개념

실책(Error)은 일반적으로 목표, 기준, 행동규칙, 특정 가치 등으로부터 의도

치 않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Cannon & Edmondson, 2001). 실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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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할 것은 ‘의도치 않게’라는 부분으로 실책은 의도적으로 기준, 규범, 

관례 등을 벗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책 예방(Error Prevention) 접

근법은 실책을 완전히 피함으로써 실책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앞선 실책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실책은 완벽하게 예

방할 수 없고, 때문에 실책과 실책이 발생한 후의 결과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Van Dyck et al., 2005). 실책 예방 접근법은 통제

(Control)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직은 실수를 최소화 하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학습을 저해하고, 종업원

들이 실수를 숨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Frese, 1991). 반면에, 실책 관리

(Error Management) 접근법은 학습(Learning)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책

이 부정적 결과로부터 얻는 학습 기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Heimbeck et 

al., 2003). 실책이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치 있

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실책이 전면에 드러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Keith와 Frese(2005)는 사람들이 실책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영향을 낮게 받

을수록 실책을 통해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책관리는 문화(Culture), 또는 풍토(Climat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조직 

수준에서 적용되고 연구되어 왔다(Klein, Dansereau, & Hall, 1994). 문화의 

사전적 개념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

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

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ᆞ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하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는 단어가 ‘경작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된 것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의 사전적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수준적인 개념으로, 문화

나 풍토는 공유된 규범, 가치, 조직 내 일반적 실행규칙 체계를 의미한다

(Reichers & Schneider, 1990). 따라서 실책관리 문화는 실책에 대해 소통하

고, 실책 지식을 공유하며, 실책 상황에서 동료간에 도움을 주고, 실책을 빠르

게 감지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공유된 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Guchait, Paşamehmetoğlu, & Lanza-Abbot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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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실책관리 문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Van Dyck 외

(2005)가 개발한 실책관리 문화 설문(Error Management Culture Questionnaire)

이다. 이 도구는 Rybowiak 외(1999)가 개발한 실책지향성 설문(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는데, EOQ가 개인 수

준의 설문으로 개발되었던 것을 조직 수준의 도구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도구를 

개발하였다. EMCQ(Error Management Culture Questionnaire) 개발에 활용

되었던 실책지향성 설문은 Rybowiak 외(1999)가 독일어로 개발하였으며, 실

책역량, 실책을 통한 학습, 실책 위험감수, 실책에 대한 부담감, 실책 예상, 실

책 은폐 등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었다. 이후에 두 번째 연구에서 이들은 

측정도구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실책에 대한 소통, 실책에 대한 사고 두 개 요

인을 추가하여 총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고, 설문조사 및 요

인분석을 통해 도구를 확정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8개 하위

요인별로 각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실책관리 문화 설문은 실책관리 문화와 실책혐오 문화 

등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5점 척도의 실책관리 문화 17문항, 실

책혐오 문화 11문항이 개발되었다. 실책관리 문화 예시문항으로는 ‘실책은 업

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변 동료

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등이 있으며, 실책혐오문화 예시문항으로는 ‘일반

적으로 우리 조직구성원들은 실수를 하고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 조

직구성원들은 실수를 할 경우에 짜증과 화를 낸다.’등이 있다. 국내의 여러 연

구에서도 이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자들이 각 연구의 목

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김태홍, 한태영, 2009; 조영복, 이나

영, 2014; 최영준, 2014). 이 중 최영준(2014)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당 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는데, 이 측정도구

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구인타당도 확인을 위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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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변인, 직무변인 및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와 학습민첩성의  

관계

가.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1)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학습민첩성은 개인의 학습 의지, 능력, 학습내용의 적용, 경험 간의 연결능력, 

경험의 통합을 통한 원리 수립 등의 개인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Lombardo와 

Eichinger(2000)도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

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질인 개인의 성격은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가 

주어졌을 때 발휘되는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Rue 외(2012)는 학습민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학습민첩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개념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개인의 경험개방성에 따라 

학습민첩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개방성은 호기심이 많고, 상

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람은 높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찾아다니고, 변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Costa & McCrae, 1992). 또한, 경험개방

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 더 넓은 범위의 경험과 관점으로부터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모니터

링과 평가를 실행하고자 한다(Busato, Prins, Elshout, & Hamaker, 1999).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더 넓

은 범위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경험개방성은 또한 광범위한 정보 검색 및 활용 가능한 정보

에 대한 유연한 분석을 하게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잠

재적으로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조절하거나,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내용을 차별

화하거나 통합하는데 경험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Day & La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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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 그리고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전혀 다른 상황

과 직무에 개방적인 경향은 개인의 유연하고 민첩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손향신(2010)은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개방성, 외향성, 핵심자기평

가가 변화몰입과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경험개방성이 적응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β=0.23, p<0.01), 적응수행은 직무

상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변화를 극복하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개방성이 높을수록 불확실하고 예측이 힘든 직무상황을 적

절히 다룰 수 있고, 새로운 과업을 위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김하경(2016)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요인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성격 

요인 중 경험개방성이 진로적응성과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β=0.18, 

p<0.001). 진로적응성은 예측 불가능한 진로 변화 및 장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또는 변화하는 일과 일의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나인 경험개방성은 경험

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독창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경험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직무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경험을 통해 추출해 내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험개

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그림 Ⅱ-3]참조).

H 2-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Ⅱ-3]� 경험개방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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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직무와 관련한 다양성은 직무수행 경험, 기술, 지식,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성과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Pelled, 1996).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도

전성이 풍부한 직무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학습을 촉진시켜서 틀(Routine)을 

깨고,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McCall, Lombardo & 

Morrision, 1988), 다양한 전문성, 지식, 경험에 노출되면 다양한 사고의 전환

과 피드백이 촉진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혁신성도 증대될 수 있다(Van der 

Vegt & Bunderson, 2005). Hezlett과 Kuncel(2012)은 학습민첩성 연구 주

제의 우선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의 개발가능성과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과업을 다루는 경험의 축적이 학습민첩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eRue 외(2012)는 학습민첩성의 개념모델을 제시한 연구에서 더 복잡

하고, 도전적인 직무경험이 학습민첩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직무경

험을 학습민첩성의 관련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

계와 관련한 실증연구로는 Dries, Vantilborgh와 Pepermans(2012)의 연구가 

있는데, 32명의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다면평가 방식으로 실행된 이 연구에서는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2, 

p<0.05). 

특성 활성화 이론(Trait Activ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은 아무 

때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성과 관련된 상황적 단서

(Trait-Relevant Clue)가 주어질 때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Tett & 

Burnett, 2003). 즉,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

험은 새로운 직무와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와 기술을 찾고, 틀을 깨는 사고

를 촉진하기 때문에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연구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그림 Ⅱ-4] 참조). 

H 2-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Ⅱ-4]� 경력다양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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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변화몰입은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

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식의 힘을 

의미하고, 때문에 조직과 개인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한 변화하는 상

황에서 성과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 왔

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변화몰입은 변화에 마주한 개인이 변화에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습과 성장,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전과 실행, 그리고 결

과물을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배종석, 사정혜, 2003). 

변화몰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Herscovitch와 Meyer(2002)는 

조직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변화몰입이라고 하였다. Cunningham(2006)은 10개 조직, 299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변화몰입, 변화대응, 이직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변

화몰입이 변화대응에 정적인 영향(β=0.72, p<0.001)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

기에서 변화대응은 변화가 닥쳤을 때 조직구성원들의 대응행동으로, 변화에 대

응하고 개선을 이루기 위한 심리적, 육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몰입

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나 닥쳤을 때, 이를 빠르게 대응

하고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이나영 외(2016)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주인의식, 변화

몰입, 과업수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변화몰입이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

(β=0.477, p<0.001)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과업수행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서 요구되는 행동과 관련한 효과성 변인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역할이 변화했을 

때, 조직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지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변화

된 직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혜진 외(2009)도 변화몰입이 적응수행에 정적인 영향(β=0.47, p<0.01)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최근에 조직구조개편, 작업프로세스 

변화, 제도변화, 전략변화 등의 변화를 겪은 기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변화몰입이 적응수행과 함께 조직변화지지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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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적인 영향(β=0.60, p=0.01)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적응수행은 직무와 

역할상의 변화에 대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절차를 학습하고, 직무나 역할 상

황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변화지지행동은 조직에서 변화가 일

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가치를 알리고, 조직변화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몰입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변화, 또는 역할과 직무가 새롭게 바뀌더라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직무와 역할에 적응하고자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변화몰입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조직구성원이 이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동을 하기위한 사고의 

정도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몰입이 높을 경우에는 직무나 역할의 변화가 발

생했을 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도적 

직무 또는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근로자

들의 변화몰입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그림 Ⅱ-5]참조).

H 2-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Ⅱ-5]� 변화몰입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 가설�

나.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1)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직무도전성은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과업에서, 직무에 부여된 도전적인 특

성으로 직무수행에서 본인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이므로, 직무수행자가 직

무에서 도전성을 인식하게 되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요구들에 대

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찾게 된다.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직무도전성 

혹은 직무다양성이 직무성과, 직무태도, 일터에서의 학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Holmes와 Srivastava(2002)는 종업원이 도전적 직무

를 수행하게 되면,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더 많은 인지적, 감정적 노력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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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직무경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전적

인 직무가 직무수행자로 하여금 영리한 직무수행(Working Smart)을 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직무도전성과 영리한 직무수행이 정적인 관

계(r=0.80,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한 직무수행이란 여러 과업 

중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명확히 아는 것, 실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문

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을 의미하

며, 이는 학습민첩성의 실험성과 민첩성 구성요소와 유사한 특징을 의미한다. 

Carmeli 외(2007)의 연구에서는 직무도전성이 종업원들의 창조적인 행동을 강

화시킨다고 하였는데, 때문에 관리자가 종업원들의 창의적 행동을 고무시키기 

위해 할 일은 개인에게 적절한 도전적 과업을 부여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직무도전성이 개인의 한계를 넘어 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경우에는 창의적 행동을 제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mble, 1998). 이 연구에서는 직무도전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29, p<0.01). 직무도전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 개인의 직무수행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무수행 상의 학습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윤세훈, 나승일(2015)은 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특성이 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학습동기는 일련의 

학습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내‧외적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을 하고, 난

관에 부딪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도전적 직무가 주어질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적용하며,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더

라도 빠르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도전성이 단순히 개인의 학습과 창의성, 영리한 직무수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전적인 과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학습민첩성에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요구-

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은 직무수행에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직무요구(Job Demand)는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직무상의 물리적, 사회적, 조직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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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뜻하는데, 직무요구가 과도하게 지속되면, 이는 생리적이고 심리적 비용을 

초래한다(Demerouti et al., 2001). 직무요구는 학습과 성취에 긍정적인 도전

적 요인과 학습과 성장을 위협하는 방해적 요인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Cavanaugh et al., 2000),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직무도전성도 그 중 하나이다(Parker & Decotiis, 1983). 

때문에 직무요구 중 하나인 직무도전성이 과하게 증가할 경우, 자신의 직무에 

대해 직무탈진과 효능감 감소 등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백승근, 2013). 

Parker와 DeCotiis(1983)는 367명의 레스토랑 체인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도전성과 직무자율성이 포함된 직

무 그 자체의 특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회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복잡한 직무경험은 학습 과정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DeRue & Wellman, 2009).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직무도전성

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여 배움과 성취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업이 주어질 경우, 

직무에 대한 관심을 잃고, 학습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

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수

립할 수 있다([그림 Ⅱ-6].

H 3-1.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림�Ⅱ-6]� 직무도전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가설�

2)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직무자율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창의적 직무몰입, 위험감

수, 문제해결, 대안제시, 직무와 관련된 학습 등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Oldham과 Cummings(1996)는 종업원들의 창의성과 업무상 맥락적 변인

들의 관계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이 여러 과업들 중에서 새롭고 유용한 조합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직무자율성이 높은 종업원들은 위험감수, 

대안적 사고,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창의성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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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mabile, 1988; Tierney & Farmer, 2002). 즉,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종업원들은 본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Wang & Cheng, 2010). 

Shalley와 Gilson(2004)은 기업근로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거나, 저해하는 요

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종업원들은 직무수행의 규칙성

(Routine)을 깨고, 가장 좋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하였다. 2,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Volmer 외(2012)의 연구에서는 직무

자율성과 창의적 과업 몰입이 정적인 관계(r=0.3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종업원들이 직무자율성이 있다고 인지할 때, 새롭고 유용한 아

이디어를 과업수행 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Parker 외(2006)는 전선제

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8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선행적 행동의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직무자율성이 변화지향성, 유연한 역할 수행, 선행

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선행적 업무행동은 현재의 환경을 개선

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 

수동적이기 보다는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Crant, 2000), 선행적

으로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과 선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

한다. 즉, 직무자율성이 높을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역할 수행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이 변화한 후에, 그에 맞추어 적응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Maddi, 1989). 같은 

맥락에서 이덕로와 김태열(2008)은 14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들을 대상

으로 직무특성과 개인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직무자

율성이 개인의 선행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β=0.26, 

p<0.01). 이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아닌, 직무수행 상에서 주

어질 수 있는 직무의 특성 자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의 유연성을 높이

고, 과업 간의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선행적으로 아이디어를 직무에 적용

하는 등 학습민첩성의 특징적 행동과 태도를 갖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고수준의 자율성은 학습민첩성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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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자율성은 일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고(Spreitzer, 1995), 이는 

강한 책임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통제권의 상승에 의한 책임감의 과부하는 학습

이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직무성과나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Sweller, 1988).  Doornbos 외(2008)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과 직무 관련 학습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Kwakman(2003)은 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학

습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이 전문적 학습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문적 학습활동은 교사들이 학교(일

터)에서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

으로 일터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직무자율성이 주어진다고 하

여도 이들의 전문적 학습활동이 촉진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van Woerkom

(2003) 역시도 직무자율성이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문세연(2010)은 직무자율성이 포함된 직무특성과 무형식학습과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이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세연(2010)의 연구에서는 무형식을 학습을 자기주도학습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식의 획득, 조직적응 등의 성취 정도로 보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학습의 성취수준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Parker와 DeCotiis(1983)의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

이 직무스트레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회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는 직무자율성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통제권의 상승으로 인하여 책임을 회피하

기 위해 문제해결이나 도전적 과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많은 연구들이 직무자율성과 직무와 관련

된 학습, 창의적인 과업 몰입,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선행적 행동과 정적인 선형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의 결과 중 일부는 정적인 상관 혹은 영향관계를 나타냈지만, 일부는 정적인 

상관 혹은 영향관계가 없다는 결과, 혹은 부정적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선형

적 관계를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비선형적인 형태가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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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설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

다(윤한성 외, 2010). 이를 종합해 볼 때,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적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구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그림 Ⅱ-7].

H 3-2.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림�Ⅱ-7]� 직무자율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가설�

3)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직무부담은 직무특성 중 직무요구(Demands)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직무부담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경우,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의 직무태도와 직무유효성, 그리고 개인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부담은 직무를 수행

하는데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Demerouti(2001)는 직무를 수행

하면서 경험하는 과도한 직무부담이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직무자원들

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서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Schaufeli 외(2004)는 직무요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정서적인 탈진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과도한 직무부담은 개인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직무 자체에서 멀어지도록 하여 직무로부터 의미 있는 경험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정은선(2016)은 직무스트레스(β=0.337, p<0.01)와 높은 직무요구

(β=0.184, p<0.01)가 프리젠티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프리젠

티즘은 조직구성원이 자리에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직무

부담은 학습과 관련하여서도 부정적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엄유경(2008)

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변화저항 및 조직학습역량의 관계 연구에서 직무스트레

스와 조직학습역량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명숙(2003)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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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부담이 클수록 많은 부담을 느껴 

학습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부담이 과도할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은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무를 통한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험을 통

한 체계적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민첩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직무부담이 도전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아닌 긍정적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크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직무소진 등의 부정적 태

도의 유발에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너무 낮은 부담은 이직의도, 소진 등의 부

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고(Karasek, 1979; 유지

훈, 2011), 두 번째는 선행적 능력개발이나 학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Staw, 1984; Shuang et al., 2017). Carmeli 외

(2007)는 적절한 도전적 과업이 종업원들의 창의적 행동을 고무시킬 수 있지

만, 그러나 개인의 한계를 넘어 심한 직무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창의적 행동

을 제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Amble, 1998). 또한, 

Staw(1984)는 흥미롭고, 중요하며 의미 있는 직무를 설계하는 것은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직무부담이 일의 의미

(Meaning)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Ren 외(2017)는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선행적 기술 개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부

담이 선행적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선행

적 기술 개발은 스스로 새로운 지식 획득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

을 학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직무 개선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며,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Doornbos 외(2008)의 연구에서도 직무 관련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

인특성과 직무특성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직무특성 중 직무부담이 

직무와 관련된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직무부담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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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혹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이나 지식 획득을 위한 학습활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학습활동을 멈추거

나 창의적 행동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이 역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고자 [그림 

Ⅱ-8]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 3-3.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림� Ⅱ-8]� 직무부담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대한� 가설�

다.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조직유효성 변수들과 상

관관계를 이루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조직몰입(Lock & 

Crawford, 1999), 조직성과(Wilkins & Ouchi, 1983), 리더십(Kasper, 

2002; Schein, 1992)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개인의 학습(Aksu & 

Ozdemir, 2005)과 의사소통과 정보(Brown & Starkey, 1994), 창의성

(Koberg & Chusmir, 1987)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Long과 Fahey

(2000)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보유한 문화가 어떠한 지식이 조직 내에서 유용

한지 규정하여 주고, 조직구성원 간의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과 학습의 중요성

을 가정하여 학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 박문수와 문형

구(2001)는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이 보유한 문화가 지식

전이, 지식전파 환경창조, 지식문화 확산 등에 주요요인이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이 실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

우,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학습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구성원들이 어떤 특정의 성향, 태도,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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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혹은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나 학습민첩성은 도전적인 상황이나 역

할을 바탕으로 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성향과 태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성향과 태도를 높

이거나 낮추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확인해야만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luger와 Denisi(1996)는 피드백 인터벤션(Feedback Intervention: 

FIs)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실책관리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실수 또는 오

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피드백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 친근하지 않은 직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홍과 한태영(2009)은 적응성과 및 지속적 학습활

동과 긍정적 실책관리풍토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실책관리풍토가 적

응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r=0.39, p<0.01), 긍정적 실책관리

풍토가 지속적 학습활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0.39, 

p<0.01). 이는 조직에서 실책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적응성과를 보이게 되며,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계획된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속적 학습활동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영복과 이나영(2014)은 회복탄력성과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

절효과가 확인되었다(β=0.118, p<0.05).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과업 방법

을 제안하거나 시도할 때,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록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혁신행동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나 조

언, 배려 등이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의 실책관리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 74 -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알탕치맥, 

2013), 특히나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중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Schein

(1995)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풍토에 의해 학습의 특성 및 방법이 결

정된다고 주장하였고, 나병선(2001)은 조직의 학습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특성과 더불어 직무특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역

시도 조직이 보유한 문화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특성이 조직풍토나 작업환경과 같은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

(Hackman & Oldham, 1975; Champoux, 1981; 최우성, 2005). 특히나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성, 성장, 모험 등을 강조하고, 도전과 혁신에 대해 조

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직무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고 하였다(이수창 & 이환범, 2008). 따라서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

책을 통해 학습을 지향하고, 실책의 부정적 결과를 반감하는 동시에 지속적 혁

신을 지원하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직무특성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책관리는 새로운 

직무나 역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민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eith와 Frese(2005)는 실책관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 3가지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

였다. 실책관리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실책을 만들고, 실책을 통해 학습할 수 있

도록 격려하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용해 나가도록 하였다. 1그룹은 실

책회피교육, 2그룹은 실책관리교육, 3그룹은 실책관리교육에 메타인지적 모듈

을 추가하여 학습을 실시하였는데, 1그룹에 비하여, 2그룹과 3그룹만이 더 나

은 전이성과를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실책관리교육으로 학습한 경우에 학습

한 내용과 다른 학습장면에서도 적절하게 적용하고 대처하는 행동에 효과적임

을 제시하였다. 

정리하여보면, 조직이 보유한 문화나 풍토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특

성, 그리고 직무특성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에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

게 되며, 이는 학습민첩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되고 발현되는 맥

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책관리 문화와 같은 환경적 변인이 조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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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DeRue et al, 2011).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

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

성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Ⅱ-9] 참조). 

H 4-1.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4.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5.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Ⅱ-9]� 개인� 및� 직무변인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서�긍정적�실책관리�문화의�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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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

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는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표 Ⅱ-5>와 같다. 

관계 선행연구

경험개방성 ⟶ 학습민첩성
DeRue et al., 2012, Day, & Lance, 2004, Busato, 
Prins, Elshout & Hamaker, 1999
손향신(2010), 김하경(2016)

경력다양성 ⟶ 학습민첩성 DeRue et al., 2012, Dries Vantilborgh & Pepermans, 
2012, Hezlett & Kunce, 2012

변화몰입 ⟶ 학습민첩성 Herscovitch & Meyer, 2002, Cunningham, 2006, 
이나영 외, 2016, 박혜진 외, 2009

직무도전성 ⟶ 학습민첩성
Paker & Decotiis, 1983, Cavanaugh et al., 2000, 
Demerouti et al., 2001, Holmes & Srivastava, 2002, 
Carmeli, 2007, DeReu & Wellman, 2009

직무자율성 ⟶ 학습민첩성

Oldham & Cummings, 1996, Amable, 1998, Kwakman, 
2003, van Woerkom, 2003, Shalley & Gilson, 2004, 
Parker et al., 2006, 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Wang & Cheng, 2010, Volmer et al., 2012
김태열, 2008

직무부담 ⟶ 학습민첩성

Karasek, 1979, Staw, 1984, Demerouti, 2001, Schaufeli 
et al., 2004, Cameli et al., 2007, Bakker & Demerouti, 
2007, 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Ren et 
al., 2017
김명숙, 2003, 엄유경, 2008, 유지훈, 2011, 정은선, 201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

개인 및 직무변인 ⟶ 학습민첩성

Kluger & Denisi, 1996, Long & Fahey, 2000, Keith & 
Frese, 2005, DeMeuse et al., 2010, DeRue et al., 2011
박문수, 문형구, 2001, 김태홍, 한태영, 2009, 조영복, 
이나영, 2014

<표 Ⅱ-5>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 간의 관계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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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

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이 인구통계학적특성(직무, 연령, 학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

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

부담)의 학습민첩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제조업 근

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Ⅲ-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Ⅲ-1]� 제조업�근로자의�개인�및�직무변인과�학습민첩성의�관계� 및� 긍정적�

실책관리�문화의�조절효과�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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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체 근로자 전체이다. 2016년 12월 기

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0,221,341명이며, 18개 산업분류 중 전체 근로자의 30.36%가 제조업에 종사하

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표집을 위하

여 제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연구의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각 기

업별 근로자 목록 및 인원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제조업 근로자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거

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목록은 기업공시채널 정보 사이트인 KIND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였다. 

산업분류 근로자수(명) 비율(%)
제조업 3,102,942 30.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4,123 10.12
도매 및 소매업 1,026,442 10.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99,908 7.8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7,225 7.51

운수업 584,672 5.72
건설업 543,896 5.3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32,246 4.23
교육 서비스업 431,796 4.22
금융 및 보험업 410,262 4.01

숙박 및 음식점업 306,638 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2,424 2.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7,504 2.5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9,567 0.8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4,284 0.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1,232 0.60

농업, 임업 및 어업 24,086 0.24
광업 12,094 0.12
전체 10,221,341 100.00

출처: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 2016년 12월 기준

<표 Ⅲ-1> 산업분류별 근로자수 및 비율



- 79 -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확

률적 표집(Probability Sampling)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있으나, 비확률적 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지침 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McMillan & Schmacher, 2006). 다

만, 유의표집 일반화를 위해 필요한 표집 수를 살펴보면, 모집단이 25만 명이 넘

을 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서 384명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krejcie & Morgan, 1970),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384명 이상을 표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기업이며, 따라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의 표본 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변량(Error Variance)이 커져서 우연적인 효과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수가 있어야 하는데, 경험적으로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을 포함하여 최

소 독립변인의 5배 이상이 되는 표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서

혜선, 양경숙, 김나영, 김희영, 김미경, 2011; 양병화, 2006). 이 연구의 변인 수

를 고려할 때,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의 수가 7개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은 35개 기업 이상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집 기준을 갖게 된다. 첫째, 유의표집 일반

화를 위해 384명 이상을 표집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단위의 회귀분석을 위

하여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 수의 5배에 해당하는 35개 기업 이상의 자료를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질문지의 회수율, 불성실 응답, 이상치 제거 등을 

고려하여 적정표본 크기보다 더 큰 수의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상장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개 기업, 

기업별 10명,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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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종속변인인 학습민첩성과 독립변인인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

입,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그리고 조절변인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된다(<표 Ⅲ-2> 참조). 

구분 변인 문항번호 문항 수

종속
변인 학습민첩성

피드백추구 Ⅰ. 1~5

38

정보지향성 Ⅰ. 6~10

성찰 Ⅰ. 11~15

실험성 Ⅰ. 16~28

유연성 Ⅰ. 29~38

독립
변인

개인
변인

경험개방성 Ⅱ. 1~9 9

경력다양성 Ⅲ. 1~2 2

변화몰입 Ⅳ. 1~6 6

직무
변인

직무도전성 Ⅴ. 1~4 4

직무자율성 Ⅵ. 1~6 6

직무부담 Ⅶ. 1~3 3
조절
변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Ⅷ. 1~9 9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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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을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자기인식 및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체계

적으로 학습하여,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는 Smith(2015)의 LAAI(Learning Agility 

Assessment Inventory)를 국내 대기업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38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

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피드백추구

(Feedback Seeking)를 측정하는 5문항, 정보지향성(Information Seeking)을 

측정하는 5문항, 성찰(Reflecting)을 측정하는 5문항, 실험성(Experimenting)

을 측정하는 13문항, 그리고 유연성(Agility)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mith(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피드백추

구 0.80, 정보지향성 0.78, 성찰 0.81, 실험성 0.79, 유연성 0.81이었다. 

1) 측정도구 번안

측정도구를 다른 언어로 번안하여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번역이 아

닌,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번안도구의 질은 연구의 타

당성에도 이슈가 될 수 있다(Pauliukaite et al., 2011). 측정도구의 번안을 하

는 데에는 단순 직역법, 수정된 직역법, 병렬적 블라인드 기법, 번안 위원회 구

성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재번역 방법(Back-Translation 

Method)을 활용하여 번안을 실시하였다(Brislin, 1980). 

먼저, 연구자가 38개 학습민첩성 측정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였다. 이 과정

에서 1차적으로는 단순 직역법을 활용하여 번안하였고, 2차적으로는 국내 사회

문화에 적절한 의미를 지닌 한국어로 의역하였다. 이렇게 번안된 한국어 

Version 1.은 미국 HRD 박사학위 소지자(A)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검토를 받았

다. 1차는 한국어 Version 1.을 단독으로 검토 받아, 표현의 어색함과 문맥 등

을 수정하였으며, 2차는 원어 도구와 한국어 Version 1.을 병렬적으로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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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토를 받고 수정하여 한국어 Version 2.를 완성하였다. 

한국어 Version 2.는 한국어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전문

가에게 영문으로 재번역을 요청하였다. 이중언어 전문가(bilingual expert)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HRD를 전공하여 

학습민첩성에 대한 이해도와 양국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중언어 전문가에게는 한국어 Version 2. 만을 전달하여 재번역을 요청했

고, 미국의 사회문화에 적절하도록 번역을 요청하여, 영문 재번역 Version 1. 

을 완성하였다. 

이후, 한국어 Version 2.와 영문 재번역 Version 1.을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HRD 전문가(A)에게 검토 받

고, 한국어 최종본을 완성하였다([부록 3] 참조). 

2) 내용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지만, 아직까

지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측정도구가 해외연구에서만 활용된 것을 감안하여, 국

내 기업 상황에 적합하도록 전문가 패널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습민첩성의 문항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선정은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대표성 및 적절성, 전문

적 지식 및 능력, 참여의 성실성, 적정한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첫째, 학계전

문가의 경우 교육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측정도구의 개발 경험이 있는 

자 5명을 선정하고, 둘째, 현장전문가의 경우, 기업의 HRD 분야에서 근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5명을 선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정보지향성 요인의 8번 문항의 경우 행동을 강조하는 문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성찰 요인의 경우에는 성찰

의 행동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부록 4] 참조). 이러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문항을 수정하고 예비조사용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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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조사 

이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는 제조업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개 기업, 기업별 10명씩 총 100명을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62로 높게 나타났

으며,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는 피드백추구 

0.766, 정보지향성 0.851, 성찰 0.792, 실험성 0.928, 유연성 0.92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조사

본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38개 문항에 대해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

하여 최종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학습민첩성 전체적으로 

0.971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피드백추구 0.886, 정보

지향성 0.863, 성찰 0.858, 실험성 0.946, 유연성 0.939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

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별 표준화 회귀계수는 피드

백추구 0.728-0.802, 정보지향성 0.594-0.788, 성찰 0.687-0.790, 실험성 

0.573-0.838, 유연성 0.633-0.83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χ2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민첩

성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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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피드백추구
문항 1 1.257 0.802 0.094 13.302***

문항 2 1.145 0.751 0.090 12.748***

문항 3 1.194 0.797 0.087 13.657***

문항 4 1.190 0.784 0.073 16.315***

문항 5 1.000 0.728 - -
정보지향성

문항 6 1.031 0.727 0.083 12.485***

문항 7 1.131 0.717 0.092 12.347***

문항 8 0.914 0.594 0.091 10.088***

문항 9 1.136 0.788 0.077 14.675***

문항 10 1.000 0.685 - -
성찰

문항 11 1.076 0.768 0.078 13.815***

문항 12 1.012 0.714 0.078 12.907***

문항 13 1.166 0.790 0.082 14.241***

문항 14 1.057 0.687 0.085 12.485***

문항 15 1.000 0.713 - -
실험성
문항 16 1.000 0.745 - -
문항 17 1.066 0.768 0.058 18.232***

문항 18 0.842 0.639 0.072 11.712***

문항 19 1.040 0.783 0.067 15.510***

문항 20 0.990 0.709 0.071 13.876***

문항 21 1.028 0.838 0.062 16.702***

문항 22 0.888 0.767 0.059 15.138***

문항 23 0.872 0.703 0.063 13.798***

문항 24 0.937 0.812 0.059 15.976***

<표 Ⅲ-3> 학습민첩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85 -

나. 경험개방성 측정도구

경험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

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처

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외(2006)가 번

안한 성격 5요인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성격검사 도구를 번안하여 대학생

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경험개방성의 내적일치도는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25 0.870 0.720 0.062 14.118***

문항 26 1.009 0.778 0.065 15.413***

문항 27 1.023 0.780 0.066 15.457***

문항 28 0.735 0.573 0.067 10.999***

유연성
문항 29 1.000 0.689 - -
문항 30 0.890 0.633 0.072 12.372***

문항 31 1.022 0.791 0.072 14.155***

문항 32 1.084 0.754 0.080 13.577***

문항 33 1.214 0.805 0.084 14.420***

문항 34 1.131 0.820 0.077 14.665***

문항 35 1.249 0.837 0.090 13.926***

문항 36 1.127 0.782 0.081 13.906***

문항 37 1.138 0.787 0.081 14.082***

문항 38 1.149 0.796 0.081 14.248***

주1) 적합도 지수: χ2=184.480(df=59, p=0.000), RMSEA=0.030, GFI=0.901, NFI=0.927, IFI=0.981,
TLI=0.977, CFI=0.981

주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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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로 나타났다. 이들이 번안한 도구는 여러 국내 연구에도 활용되었는데, 이 

중 김수진과 이주일(2016)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험개방성과 프로틴 경력지

향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번안한 경험개방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였고, 

해당 연구에서 경험개방성의 내적일치도는 0.8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경험개방성 측정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신뢰도 분석결과는 내적일치도 계수가 0.81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어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경험개방성은 전체적으로 0.891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

수는 0.575-0.79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χ2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험개방성 측정도구는 신뢰

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4> 참조).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0.914 0.637 0.096 9.472***

문항 2 1.212 0.766 0.114 10.620***

문항 3 1.157 0.797 0.109 10.628***

문항 4 1.104 0.701 0.108 10.234***

문항 5 1.244 0.736 0.135 9.235***

문항 6 1.118 0.661 0.116 9.678***

문항 7 1.201 0.748 0.115 10.467***

문항 8 0.947 0.575 0.073 12.891***

문항 9 1.000 0.569 - -
주1) 적합도 지수: χ2=40.419(df=18, p=0.002), RMSEA=0.023, GFI=0.976, NFI=0.976, IFI=0.987, TLI=0.934,

CFI=0.986
주2) ***p<0.001

<표 Ⅲ-4> 경험개방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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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다양성 측정도구

경력 다양성(Career Variety)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능적 다양성

(Functional Variety)과 조직적 다양성(Institutional Variety)이 축적되어 가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Karaevli와 Tim Hall(2006)의 연구에서 제

시한 직능적 다양성, 조직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7개 

직무분류와 9개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경력에 따라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경험했던 직무와 산업분야에 답변을 선택하게 하였다. 경

력다양성 중 직능적 다양성은 제시된 전체 직무분류 중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수행했던 직무의 수로, 조직적 다양성은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현재까

지 경험했던 산업분야의 수로 측정하였으며, 경력다양성은 직능적 다양성과 조

직적 다양성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산업분류나 같은 직무에서 여러 번 

경험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는 1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면, A가 제조업 → 금

융 및 보험업 → 제조업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조직적 다양성은 2로 측정되

고, 기획 → 인사 → 교육 → 인사의 직무 경험이 있을 경우에 직능적 다양성

은 3으로 측정되어, A의 경력다양성은 조직적 다양성과 직능적 다양성의 합인 

5로 계산된다. 

라. 변화몰입 측정도구

변화몰입(Commitment to Change)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변화 지지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고의 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는 Herscovitch와 Meyer(2002)가 개발한 도구를 박종록(2014)이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박종록(2014)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

-구성원 거리와 변화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도구를 수정 및 번안하

여 활용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변화몰입의 신뢰도는 0.813으로 양호한 수준

이었다.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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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9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변화몰입은 전체적으로 0.876으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0.614-0.84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모든 지수

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몰입은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5> 참조).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1.024 0.751 0.089 11.516***

문항 2 0.830 0.614 0.095 8.700***

문항 3 1.105 0.784 0.105 10.502***

문항 4 1.303 0.844 0.120 10.896***

문항 5 1.238 0.781 0.118 10.472***

문항 6 1.000 0.642 - -
주1) 적합도 지수: χ2=8.099(df=7, p=0.324), RMSEA=0.014, GFI=0.990, NFI=0.989, IFI=0.999,

TLI=0.997, CFI=0.999
주2) ***p<0.001

<표 Ⅲ-5> 변화몰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마. 직무도전성 측정도구

직무도전성(Job Challenge)은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과업에서, 직무에 부

여된 도전적인 특성으로 본인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도

구는 Doornbos 외(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세연

(2010)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

관계 및 직무특성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직무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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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83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778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직무도전성은 전체적으로 0.887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

수는 0.777-0.88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모든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도전성은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6> 참조).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1.117 0.822 0.080 14.047***

문항 2 0.911 0.777 0.069 13.166***

문항 3 1.155 0.882 0.077 15.017***

문항 4 1.000 0.777 - -
주1) 적합도 지수: χ2=4.189(df=2, p=0.123), RMSEA=0.064, GFI=0.992, NFI=0.993, IFI=0.996,

TLI=0.989, CFI=0.996
주2) ***p<0.001

<표 Ⅲ-6> 직무도전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바. 직무자율성 측정도구

직무자율성(Task Autonomy)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일정을 계획하고, 수행방법을 선택하며, 이후 수행과정에서도 과업을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Doornbos 외(2008)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한 도

구를 활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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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세연(2010)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관계 및 직무특성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

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직무자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876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6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직무자율성은 전체적으로 0.864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0.649-0.753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모든 지수

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자율성은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7 참조).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0.877 0.649 0.088 9.961***

문항 2 0.998 0.701 0.093 10.776***

문항 3 1.009 0.742 0.094 10.716***

문항 4 1.041 0.745 0.091 11.452***

문항 5 1.164 0.753 0.107 10.869***

문항 6 1.000 0.718 - -
주1) 적합도 지수: χ2=9.421(df=7, p=0.224), RMSEA=0.036, GFI=0.988, NFI=0.987, IFI=0.997,

TLI=0.992, CFI=0.996
주2) ***p<0.001

<표 Ⅲ-7> 직무자율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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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무부담 측정도구

직무부담(Work Pressure)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빠르고 열

심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Doornbos 외

(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세연(2010)이 국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적합하

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

의 반응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세연(2010)은 중소기

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관계 및 직무특성

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직무부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82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0.81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직무부담은 전체적으로 0.83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0.693-0.83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모든 지수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부담은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8참조).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0.797 0.693 0.084 9.454***

문항 2 1.004 0.828 0.097 10.346***

문항 3 1.000 0.839 - -
주1) 적합도 지수: χ2=1.211(df=2, p=0.629), RMSEA=0.021, GFI=0.985, NFI=0.957, IFI=0.989,

TLI=0.925, CFI=0.970
주2) ***p<0.001

<표 Ⅲ-8> 직무부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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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측정도구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Positive Error Management Climate)는 실책에 대

해 소통하고, 실책 지식을 공유하며, 실책에 대한 편견 없이 동료 간에 서로 도

와주고, 실책에 대한 빠른 감지와 적절한 처리를 위한 조직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Van Dyck 외(2005)가 개발한 도구를 최영준

(2014)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측정도구는 단일요인으로 총 9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최영준

(2014)은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당 도구를 활

용하였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0.89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0.90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전체적

으로 0.94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준화 계수는 0.749-0.83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χ2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는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Ⅲ-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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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문항 1 0.880 0.789 0.059 14.964***

문항 2 0.858 0.786 0.057 14.924***

문항 3 0.835 0.749 0.060 13.924***

문항 4 0.961 0.808 0.062 15.588***

문항 5 0.833 0.799 0.055 15.259***

문항 6 0.907 0.793 0.060 15.065***

문항 7 0.935 0.838 0.057 16.477***

문항 8 0.994 0.834 0.049 20.162***

문항 9 1.000 0.830
주1) 적합도 지수: χ2=41.345(df=21, p=0.005), RMSEA=0.060, GFI=0.967, NFI=0.980, IFI=0.990,

TLI=0.983, CFI=0.990
주2) ***p<0.001

<표 Ⅲ-9>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1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조사의 경우 2018년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실

시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첫 대면을 위해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

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해당 기업의 응답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협력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

다. 설문지의 배포는 협력자에게 이메일 및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설문 시 응답자가 연락처

를 기입하게 하여 해당 연락처를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 500부의 설문 중 42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85.8%였다. 회수된 429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 23부를 제

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개 기업의 406명의 자료(유효응답률 81.2%)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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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0>과 같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59.6%)이 여성(40.4%)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었으며, 

연령은 31세 이상 40세 미만(49.3%)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35.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직급은 사원/주임급(32.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리/선

임급(23.6%), 과장/책임급(21.2%) 순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6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석사(18.0%), 전문대학 졸업이하(13.8%) 

순이었다. 현재 직무는 영업/마케팅(2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사/교육

(21.7%), 기획/총무(12.1%), 연구/개발(10.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

는 3000명 이상(3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3.9%), 300명 미만(19.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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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164 40.4

남성 242 59.6

연령
30세 이하 145 35.7

31세 ~ 40세 200 49.3
41세 이상 61 15.0

직급

사원/주임급 133 32.8
대리/선임급 96 23.6
과장/책임급 86 21.2
차장/수석급 65 16.0
부장급 이상 26 6.4

학력
전문대졸 이하 56 13.8

4년제 대졸 262 64.5
석사 73 18.0
박사 15 3.7

직무

기획/총무 49 12.1
인사/교육 88 21.7
재무/회계 18 4.4
구매/자재 8 2.0

영업/마케팅 97 23.9
연구/개발 43 10.6

생산 26 6.4
기술 26 6.4

안전/환경 15 3.7
서비스/고객관리 36 8.9

기업규모

300명 미만 80 19.7
300명 이상~500명 미만 33 8.1
500명 이상~1000명 미만 36 8.9
1000명 이상~3000명 미만 97 23.9

3000명 이상 160 39.4
계 406 100

<표 Ⅲ-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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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가. 분석수준의 확인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에 대한 기업구성원

의 개별 인식들을 조직수준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준 연구에서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평가자간 

동의도(Agreement)평가와 신뢰도(Reliability)평가가 있으며, 측정목적이 평가

자간의 상호교환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동의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하고, 평가자들이 평가한 값들간의 일관성 정도를 평가할 때는 신뢰도를 측

정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차종석, 김영배, 1994). 또한, 동의도의 경우

에는 이분법이 적용되어 서열척도나 등간척도의 경우에 본질적 문제를 내포하기 때

문에(Kozlowski & Hattrup, 1992), 서열척도와 등간척도로 평가된 평가자간 신뢰

도 측정은 ICC가 적절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CC(1)과 ICC(2)를 활용하여 기

업구성원의 개별 인식을 기업수준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ICC(1)은 단일측정(Single Measure) 방식으로 하나의 변인에 대해 조직 내 

응답자들의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Dansereau & Yammarino, 

2006; 김진희, 2007). ICC(1)은 조직수준의 변량이 개별 응답의 변량을 설명하

는 비율을 나타내며(Bliese, 2000),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0.20 이상이

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James, 1982). 또한, ICC(2)는 표본 내 집단의 측정

평균(Average Measure)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며, 크론바흐 α값과 유사하다

(Dansereau & Yammarino, 2006; 김진희, 2007). ICC(2)는 조직수준의 전체 

평균값의 유의미성, 즉 조직구성원 간의 합치도(Agreement)를 의미하여, 조직구

성원들의 평균값이 해당 조직의 의미 있는 값으로 해석하게 된다(James et al., 

1984; McGraw & Wong, 1996; Ostroff, 1992). ICC(2)는 집단 간 이질성과 

집단 내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값으로서 무선효과 ANOVA(Random-Effect 

ANOVA)에 의해 산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신뢰도가 높

아지게 된다(Bliese, 2000). 일반적으로 0.6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

(Erdogan et al., 2006; Glick, 1985; Ostrof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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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ICC(1)과 ICC(2)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1>과 같다. 

변인 F ICC(1) ICC(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8.675*** 0.485 0.884

주1) 평균 집단 크기: 8.12명
주2) ***p<0.001
주3) 임계값: ICC(1)≧0.20, ICC(2)≧0.60

<표 Ⅲ-11> 측정변인의 ICC(1)과 ICC(2)에 대한 검증결과

먼저 ICC(1)의 결과는 0.2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ICC(2)의 검증결과 역시 

0.6보다 크게 나타나 조직수준으로 분석될 수 있는 변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변인에 대한 기업구성원들의 응답자료

를 조직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응답한 자료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나.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검증

이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동

일방법편의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Podsakoff와 

Organ(1986)이 제시한 방법으로, 동일방법편의가 심각할 경우 모든 변수들을 대

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1개만 도출되거나,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되더라도 설명력이 한 요인에 집중되게 된다. <표 Ⅲ-12>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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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29.8%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50% 미만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1 22.404 29.872 29.872 22.404 29.872 29.872
2 6.285 8.381 38.253 6.285 8.381 38.253
3 4.196 5.595 43.848 4.196 5.595 43.848
4 4.146 5.528 49.376 4.146 5.528 49.376
5 2.844 3.792 53.168 2.844 3.792 53.168
6 2.660 3.547 56.715 2.660 3.547 56.715
7 2.266 3.022 59.737 2.266 3.022 59.737
8 2.030 2.707 62.443 2.030 2.707 62.443
9 1.920 2.560 65.004 1.920 2.560 65.004
10 1.699 2.266 67.270 1.699 2.266 67.270
11 1.499 1.999 69.269 1.499 1.999 69.269
12 1.080 1.440 70.708 1.080 1.440 70.708
13 .943 1.257 71.965 　 　 　
14 .880 1.174 73.139 　 　 　
15 .837 1.116 74.255 　 　 　
16 .775 1.033 75.288 　 　 　
17 .703 .938 76.226 　 　 　
18 .671 .895 77.121 　 　 　
19 .663 .883 78.004 　 　 　
20 .635 .847 78.851 　 　 　
21 .622 .830 79.681 　 　 　
22 .594 .792 80.473 　 　 　
23 .592 .789 81.262 　 　 　
24 .562 .749 82.011 　 　 　
25 .546 .728 82.739 　 　 　
26 .546 .728 83.467 　 　 　
27 .518 .690 84.157 　 　 　
28 .496 .661 84.818 　 　 　
29 .467 .623 85.442 　 　 　
30 .456 .608 86.050 　 　 　
31 .442 .590 86.640 　 　 　
32 .433 .578 87.218 　 　 　
33 .422 .563 87.781 　 　 　
34 .399 .532 88.312 　 　 　
35 .390 .520 88.833 　 　 　
36 .379 .505 89.338 　 　 　
37 .363 .484 89.822 　 　 　

<표 계속>

<표 Ⅲ-12>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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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46 .462 90.284 　 　 　
39 .340 .454 90.738 　 　 　
40 .323 .431 91.169 　 　 　
41 .322 .429 91.598 　 　 　
42 .316 .421 92.019 　 　 　
43 .302 .403 92.422 　 　 　
44 .294 .391 92.813 　 　 　
45 .285 .379 93.193 　 　 　
46 .277 .369 93.562 　 　 　
47 .268 .357 93.919 　 　 　
48 .266 .355 94.273 　 　 　
49 .254 .339 94.612 　 　 　
50 .248 .331 94.943 　 　 　
51 .240 .320 95.263 　 　 　
52 .235 .314 95.577 　 　 　
53 .223 .298 95.875 　 　 　
54 .210 .279 96.154 　 　 　
55 .206 .274 96.428 　 　 　
56 .198 .264 96.693 　 　 　
57 .191 .254 96.947 　 　 　
58 .185 .246 97.193 　 　 　
59 .169 .226 97.419 　 　 　
60 .168 .223 97.642 　 　 　
61 .163 .218 97.860 　 　 　
62 .154 .205 98.064 　 　 　
63 .148 .198 98.262 　 　 　
64 .145 .193 98.455 　 　 　
65 .138 .184 98.640 　 　 　
66 .125 .166 98.806 　 　 　
67 .123 .164 98.969 　 　 　
68 .116 .154 99.124 　 　 　
69 .111 .148 99.271 　 　 　
70 .109 .145 99.417 　 　 　
71 .100 .133 99.550 　 　 　
72 .092 .123 99.673 　 　 　
73 .089 .119 99.792 　 　 　
74 .083 .110 99.902 　 　 　
75 .073 .09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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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 검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및 계층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개인 특성, 학습민첩성,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

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그 외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방법 중 계층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를 조절하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 방

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단,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은 비선형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으므로 제곱

값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변인 분석 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

에 독립변인을 투입한다. 마지막 3단계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다. 단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은 비선형 관계를 가설로 설정함

에 따라 3단계로 독립변인의 제곱항을 투입하며, 마지막 4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 독립변인 제곱항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

다. 위의 내용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 가설은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으며, 설정된 연구 가설별로 적

용할 자료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표 Ⅲ-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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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분석방법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이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명한다. 
One-way ANOVAH 1-1.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인구통계학적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관계를 구명한다. 계층적 회귀분석H 2-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H 2-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계층적 회귀분석

H 2-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H 3-1.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H 3-2.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H 3-3.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계층적 회귀분석
(조절변인 분석)

H 4-1.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4.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5.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4-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표 Ⅲ-13> 연구 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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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경험개방성, 경력

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에 

대한 응답반응분포는 <표 Ⅳ-1>과 같다. 

측정변인 이론적 
구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환산평균

학습민첩성 38~190 50.00 189.00 126.61 22.01 3.35
피드백추구 5~25 6.00 25.00 16.36 3.47 3.27
정보지향성 5~25 7.00 25.00 17.73 3.46 3.55
성찰 5~25 8.00 25.00 17.53 3.07 3.51
실험성 13~65 21.00 64.00 44.23 7.61 3.46
유연성 10~50 17.00 50.00 34.50 6.01 3.45

경험개방성 9~45 12.00 43.00 29.47 5.78 3.43
경력다양성 2~26 2.00 13.00 3.88 2.07 -
변화몰입 6~30 10.00 30.00 22.97 3.87 3.83
직무도전성 4~20 5.00 20.00 13.21 3.23 3.30
직무자율성 6~30 6.00 30.00 17.70 4.99 2.95
직무부담 3~15 3.00 15.00 10.14 2.46 3.38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9~45 10.00 45.00 28.53 7.08 3.17

<표 Ⅳ-1>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구체적으로는 학습민첩성의 평균은 126.61이었으며, 5점 환산평균은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인 피드백추구 평균은 16.36, 5점 환

산평균은 3.27, 정보지향성 평균은 17.73, 5점 환산평균은 3.55, 성찰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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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5점 환산평균은 3.51, 실험성 평균은 44.23, 5점 환산평균은 3.46, 유

연성 평균은 34.50, 5점 환산평균은 3.45이었다. 다음으로 경험개방성의 평균

은 29.47, 5점 환산평균은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다양성의 평균은 

3.88, 5점 환산평균은 1.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몰입의 평균은 22.97, 5

점 환산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다. 직무도전성의 경우에는 평균이 13.21, 5점 

환산평균은 3.30, 직무자율성의 평균은 17.70, 5점 환산평균 2.95, 그리고 직

무부담의 평균은 10.14, 5점 환산평균은 3.3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평균은 28.53, 5점 환산평균은 3.17로 나타났다. 

나.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Ⅳ-2>와 같다. 경험개방성, 변화몰입, 직무도전

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학습민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구체적으로는 경

험개방성(r=0.657)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몰입

(r=0.47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r=0.340), 직무도전성(r=0.264)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으로, 직무자율성(r=0.152)과 직무부담(r=0.123)은 낮은 정

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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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2 3 4 5 6 7 8
1. 학습민첩성 1
2 경험개방성 .657** 1
3 경력다양성 .023 .092 1
4 변화몰입 .473** .340** .037 1

5 직무도전성 .264** .179** .080 .134** 1
6. 직무자율성 .152** .083 .041 .055 .493** 1
7. 직무부담 .123* .062 .014 .048 .493** .395** 1

8.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340** .223** .019 .264** .079 .060 .061 1
주1) *p<0.05, **p<0.01, ***p<0.001

<표 Ⅳ-2> 학습민첩성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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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onearity) 진단

위계적 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들 간

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 간의 상관이 지

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

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최동선, 2003).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

을 통한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공차한계가 0에 가깝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

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이 연구에서의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과 같다. 공차한계는 0.629-0.987, 변량팽창

계수는 1.014-1.589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인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VIF)
경력다양성 .843 1.186
변화몰입 .987 1.014
경험개방성 .842 1.187
직무도전성 .629 1.589
직무자율성 .726 1.378
직무부담 .725 1.380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865 1.157

<표 Ⅳ-3> 학습민첩성과 관련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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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

이 연구에서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따

른 학습민첩성의 수준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가. 직무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직무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직무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

적으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피드백추구 수준, 정보지향성 수준, 성찰 수준, 실험성 

수준, 유연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학습
민첩성

1.기획 25 142.20 10.97

2.712**

2.총무 24 113.92 14.31
3.인사 44 112.98 17.70
4.교육 44 150.00 10.58
5.재무 9 109.11 12.42
6.회계 9 135.89 11.81
7.구매 2 80.00 33.94
8.자재 6 122.17 7.49
9.영업 40 108.80 14.84
10.마케팅 57 145.25 12.30
11.연구개발 43 126.40 20.55
12.생산 26 117.12 20.21
13.기술 26 123.27 20.87
14.안전 3 107.00 14.42
15.환경 12 115.00 12.37
16.서비스 16 104.06 9.73
17.고객관리 20 138.20 20.77

<표 계속>

<표 Ⅳ-4>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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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추구

1.기획 25 16.52 2.90

2.327**

2.총무 24 14.42 3.16
3.인사 44 14.86 3.65
4.교육 44 18.59 2.21
5.재무 9 15.00 3.94
6.회계 9 16.67 3.08
7.구매 2 11.00 9.90
8.자재 6 14.00 2.76
9.영업 40 13.53 3.14
10.마케팅 57 16.93 3.32
11.연구개발 43 14.77 3.80
12.생산 26 14.88 3.64
13.기술 26 14.23 3.59
14.안전 3 13.00 1.73
15.환경 12 12.92 3.96
16.서비스 16 12.81 3.35
17.고객관리 20 16.75 3.71

정보
지향성

1.기획 25 18.72 2.72

3.411**

2.총무 24 16.29 3.93
3.인사 44 16.20 3.16
4.교육 44 20.48 2.49
5.재무 9 15.11 2.32
6.회계 9 19.33 2.24
7.구매 2 10.50 7.78
8.자재 6 17.83 1.83
9.영업 40 14.73 3.22
10.마케팅 57 19.56 2.49
11.연구개발 43 17.95 3.14
12.생산 26 16.77 3.59
13.기술 26 17.96 3.13
14.안전 3 14.00 3.61
15.환경 12 16.33 2.50
16.서비스 16 14.25 3.15
17.고객관리 20 18.45 3.38

성찰

1.기획 25 19.48 2.45

3.178**

2.총무 24 15.92 2.57
3.인사 44 16.05 2.77
4.교육 44 19.77 2.34
5.재무 9 15.78 1.99
6.회계 9 18.56 2.01
7.구매 2 9.50 3.54
8.자재 6 16.00 2.97
9.영업 40 15.90 3.02
10.마케팅 57 19.11 2.25
11.연구개발 43 17.51 2.85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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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12.생산 26 15.77 3.14
13.기술 26 16.35 2.68
14.안전 3 15.67 4.04
15.환경 12 15.00 2.22
16.서비스 16 15.63 3.22
17.고객관리 20 18.70 3.06

실험성

1.기획 25 49.60 4.30

2.350**

2.총무 24 39.38 4.63
3.인사 44 39.68 7.40
4.교육 44 51.09 5.34
5.재무 9 36.44 2.70
6.회계 9 46.56 5.03
7.구매 2 28.00 8.49
8.자재 6 42.00 3.69
9.영업 40 37.75 6.25
10.마케팅 57 49.70 5.53
11.연구개발 43 44.37 6.67
12.생산 26 40.81 7.25
13.기술 26 42.12 7.91
14.안전 3 37.67 4.93
15.환경 12 40.92 6.84
16.서비스 16 36.44 3.22
17.고객관리 20 47.25 7.87

유연성

1.기획 25 36.68 4.72

3.050**

2.총무 24 32.13 5.52
3.인사 44 30.82 5.21
4.교육 44 38.27 4.56
5.재무 9 29.33 3.54
6.회계 9 35.56 3.68
7.구매 2 23.50 7.78
8.자재 6 35.50 6.32
9.영업 40 30.88 5.22
10.마케팅 57 39.39 4.56
11.연구개발 43 32.81 5.27
12.생산 26 31.15 5.79
13.기술 26 34.15 6.25
14.안전 3 26.67 4.04
15.환경 12 33.17 2.79
16.서비스 16 26.75 5.39
17.고객관리 20 37.35 6.27

주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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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사후검정 결과 3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구체적으로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학습민첩성 수준

(134.3점)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학습민첩성 

수준(125.8점)과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학습민첩성 수준

(124.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제조업 근로자의 피드백추구 수준은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3개

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

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16.1점)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15.1점)과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14.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근로자의 정보지향성 수준은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3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

식하는 정보지향성 수준(18.9점)이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정

보지향성수준(17.0점)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정

보지향성 수준(17.5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실험성 수준은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3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실험성 

수준(47.1점)이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실험성 수준(42.6점)

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실험성 수준(43.7점)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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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유연성 수준은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후검정 결과 3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

식하는 유연성 수준(36.2점)이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유연성 

수준(33.7점)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유연성 수

준(33.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근로자의 성찰 수준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è

1 2 3
학습

민첩성
1.30세 미만 145 124.42 22.36

4.727**2.30세 이상-40세 미만 200 125.83 22.28
3.40세 이상 61 134.38 18.70 * *

피드백
추구

1.30세 미만 145 16.13 3.46
4.875**

* *

2.30세 이상-40세 미만 200 15.12 3.84
3.40세 이상 61 14.61 3.60

정보
지향성

1.30세 미만 49 17.09 3.50
5.239**2.30세 이상-40세 미만 88 17.50 3.65

3.40세 이상 18 18.82 3.11 * *

성찰
1.30세 미만 49 16.98 3.36

1.4032.30세 이상-40세 미만 88 17.48 3.00
3.40세 이상 18 17.62 2.98

실험성
1.30세 미만 49 42.57 7.86

7.133**2.30세 이상-40세 미만 88 43.65 8.03
3.40세 이상 18 47.05 6.78 * *

유연성
1.30세 미만 49 33.71 5.85

4.227*2.30세 이상-40세 미만 88 33.61 6.58
3.40세 이상 18 36.15 5.65 * *

주1) *p<0.05, **p<0.01

<표 Ⅳ-5>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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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

제조업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학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구체적으로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학습민첩성 수

준(116.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제조업 근

로자가 인식한 학습민첩성 수준(126.9점), 석사학위를 소지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학습민첩성 수준(1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제조업 근로자의 피드백추구 수준은 학

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4년

제 대학을 졸업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피드백추구 수준(15.8점)이 전문대

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13.8점)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정보지향성 수준은 학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

하는 정보지향성 수준(19.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석사학위를 소

지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정보지향성 수준(18.8점), 4년제 대학을 졸업

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정보지향성 수준(17.5점).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정보지향성 수준(1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성찰의 수준의 경우에도 학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제조업 근로자

가 인식한 성찰 수준(18.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성찰 수준(17.4점),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성찰 수준(15.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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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성찰 수준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실험성의 수준은 학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

한 실험성 수준(45.6점)이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실험성 수

준(40.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근로자가 인식한 유연성 수준도 학력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4개로 구분된 집단 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제조업 근로자

가 인식한 유연성 수준(34.8점)이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유

연성 수준(31.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è

1 2 3 4

학습
민첩성

1.전문대졸 이하 56 116.04 21.61
6.729**

2.4년제 대졸 262 126.88 21.94
3.석사 73 132.53 21.58 * *

4.박사 15 132.60 11.82

피드백
추구

1.전문대졸 이하 56 13.82 3.34
4.908**

2.4년제 대졸 262 15.80 3.65 *

3.석사 73 15.40 3.91
4.박사 15 14.40 3.70

정보
지향성

1.전문대졸 이하 56 15.82 3.42
9.507**

2.4년제 대졸 262 17.46 3.48
3.석사 73 18.78 3.42
4.박사 15 19.53 3.18 * * *

성찰
1.전문대졸 이하 56 15.93 3.22

6.895**
2.4년제 대졸 262 17.38 3.15
3.석사 73 18.34 2.76 * *

4.박사 15 16.53 2.36
<표 계속>

<표 Ⅳ-6> 제조업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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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성
1.전문대졸 이하 56 40.75 8.08

4.444**2.4년제 대졸 262 43.80 7.99
3.석사 73 45.63 7.35 *

4.박사 15 45.60 5.22

유연성
1.전문대졸 이하 56 31.71 6.49

3.691**2.4년제 대졸 262 34.17 6.32
3.석사 73 34.84 5.84 *

4.박사 15 36.20 3.38
주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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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변

수로,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을 독립변인으로, 학습민첩성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

다.

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91 -2.439
연령 0.103 2.083* 0.014 0.370
학력 0.143 2.857** 0.109 2.859

경험개방성 0.550 14.480***

경력다양성 0.021 0.570
변화몰입 0.262 6.930***

F 8.263*** 70.673***

R2 0.058 0.515
R2adj 0.051 0.508

주1) *p<0.05, **p<0.01, ***p<0.001

<표 Ⅳ-7>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회귀분석 결과

위의 <표 Ⅳ-7>에서 살펴보듯이,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뒤 학습민첩성

에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제조

업 근로자의 개인변인인 경험개방성(β=0.550, p<0.001), 변화몰입(β=0.262, 

p<0.001)은 학습민첩성을 5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0.67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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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H 2-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H 2-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1과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위의 <표 Ⅳ-7>에서 살펴보듯이,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

습민첩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

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

구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학습민첩성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과, 

학습민첩성과 경력다양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중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 내에서 관리자급을 구분하

는 기준은 기업 내 직급구조에 의한 것인데, 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한 선행연구

에서 관리자급은 대부분 과장급 이상이 관리자급으로 제시되었고(고민화, 2007; 

조미영, 2005; 한우섭, 200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장급 이상을 관

리자급으로 하였다. 먼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급과 사원, 대리급의 경력다양성

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표 Ⅵ

-8>), 관리자급(8.9점)이 사원, 대리급(7.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

경력다양성 사원, 대리급 229 3.5633 1.82614 14.254 -4.404***

관리자급(과장이상) 177 4.4661 2.30402
주) ***p<0.001

<표 Ⅳ-8> 제조업 근로자의 직급에 따른 경력다양성 수준(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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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장급 이상을 관리자급으로 설정하여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β t β t

직무 -0.222 -2.954** -0.211 -3.186**

연령 0.109 1.495 0.092 1.429

학력 0.093 1.246 0.065 0.982

경력다양성 0.454 7.026***

F 5.270** 17.398***

R2 0.084 0.288

R2adj 0.068 0.272
주1) **p<0.01, ***p<0.001

<표 Ⅳ-9>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회귀분석 결과

위의 <표 Ⅳ-9>에서 살펴보듯이,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뒤 학습민첩성

에 경력다양성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

양성은 학습민첩성을 28.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0.454, F=17.398, 

p<0.001). 따라서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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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변

수로,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독립변인으로, 학습민첩성

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직무변인(직무

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는 비선형적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선행변인인 직무

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직

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의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제곱항은 

중심화 값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63 -1.323 -0.064 -1.369
연령 0.103 2.083* 0.065 1.374 0.053 1.143
학력 0.143 2.857** 0.090 1.887 0.082 1.752

직무도전성 0.212 3.527* 0.142 2.337*

직무자율성 0.111 2.251* 0.100 2.081*

직무부담 0.295 6.038*** 0.262 5.382***

직무도전성2 -0.129 -2.550**

직무자율성2 -0.224 -4.771***

직무부담2 -0.149 -2.069***

F 8.263*** 14.149*** 12.042***

R2 0.058 0.175 0.215
R2adj 0.051 0.163 0.197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0>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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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10>에서 살펴보듯이,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뒤 학습민첩성

에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제조

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은 2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F=12.042, p<0.001).

H 3-1.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H 3-2.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H 3-3.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은 학습민첩성에 대해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위의 <표 Ⅳ-10>에서 살펴보듯이,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뒤 학습민첩성

에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3단

계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제곱항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

모형의 설명량(ΔR²=0.040, p<.001)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직무변

인인 직무도전성 2차항의 회귀계수(β=-0.129, p<0.01), 직무자율성 2차항의 

회귀계수(β=-0.224, p<0.001), 직무부담 2차항의 회귀계수(β=-0.149, 

p<0.001)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

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가 역U자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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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제조업�근로자의�직무도전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

[그림 Ⅳ-1]은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에서 보이듯이, 직무도전성 13.7점(5

점 환산점수 3.43) 수준에서 학습민첩성의 방향이 달라지는 변곡점(Point of 

Inflection)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

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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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제조업�근로자의�직무자율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

[그림 Ⅳ-2]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2]에서 보이듯이, 직무자율성 17.9점(5

점 환산점수 2.99) 수준에서 학습민첩성의 방향이 달라지는 변곡점(Point of 

Inflection)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

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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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제조업�근로자의�직무부담과�학습민첩성의�관계� �

[그림 Ⅳ-3]은 기업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3]에서 보이듯이, 직무부담 11.3점(5점 환산점

수 3.76) 수준에서 학습민첩성의 방향이 달라지는 변곡점(Point of Inflection)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은 역U자형 관계

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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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가.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

변인으로,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을 독립변인으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조절변인으로, 학습민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 분석방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바

탕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

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며, 4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인

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결정계수(R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4단계에서 상호작용항

만 유의하다면 순수 조절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인 모

두가 유의하다면 유사 조절변인이다. 또한 조절변인만 유의하다면 이는 조절변

인이라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조절변인과 상호작용 변인 둘 다 

유의하지 못하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1)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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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91 -2.439* -0.072 -1.922 -0.072 -1.918
연령 0.103 2.083* 0.014 0.370 0.014 0.383 0.014 0.382
학력 0.143 2.857** 0.109 2.859** 0.107 2.836** 0.107 2.838**

경험개방성 0.640 17.116*** 0.620 16.679*** 0.620 16.658***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138 3.713*** 0.141 3.317**

경험개방성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007 -0.168

F 8.263*** 292.959*** 13.788*** 0.028
R2 0.058 0.456 0.474 0.474

R2adj 0.051 0.450 0.467 0.466
ΔR² 0.398 0.018 0.000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H 4-1.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4단계 계

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

(R2)가 45.6%, 47.4%, 47.4%로 2단계와 3단계는 유의미한 증가량이 있었으

나, 3단계와 4단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근로자의 경

험개방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은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

각되었다. 또한 4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인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학습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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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β=0.141,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

적 실책관리 문화는 조절변인이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앞선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자급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222 -2.954** -0.211 -3.186** -0.193 -3.057** -0.196 -3.089**

연령 0.109 1.495 0.092 1.429 0.095 1.545 0.098 1.590
학력 0.093 1.246 0.065 0.982 0.041 0.651 0.041 0.646

경력다양성 0.454 7.026*** 0.372 5.807*** 0.358 5.187***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285 4.422*** 0.279 4.268***

경력다양성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038 0.555

F 5.270** 17.398*** 19.332*** 16.096
R2 0.084 0.288 0.361 0.362

R2adj 0.068 0.272 0.342 0.340
ΔR² 0.204 0.073 0.001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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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

으로 4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의 결정계수(R2)가 28.8%, 36.1%, 36.2%로 2단계와 3단계는 유의미한 증가

량이 있었으나, 3단계와 4단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관리자급 기업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은 학

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4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인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β=0.279, p<0.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조절변인이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

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기업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갖

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4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R2)가 

24.9%, 27.8%, 28.0%로, 2단계와 3단계는 유의미한 증가량이 있었으나, 3단

계와 4단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근로자의 변화몰입과 긍

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은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4

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인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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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력(β=0.174, p<0.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조절변인이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44 -0.979 -0.021 -0.479 -0.023 -0.514
연령 0.103 2.083* 0.084 1.900 0.082 1.884 0.079 1.827
학력 0.143 2.857** 0.105 2.337* 0.103 2.320* 0.098 2.205*

변화몰입 0.447 10.092*** 0.425 9.712*** 0.434 9.67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175 4.030*** 0.174 4.016***

변화몰입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040 0.901

F 8.263*** 101.841*** 16.239*** 0.812
R2 0.058 0.249 0.278 0.280

R2adj 0.051 0.241 0.269 0.269
ΔR² 0.190 0.029 0.002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H 4-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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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

변인으로,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독립변인으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조절변인으로 학습민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은 비선형적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기 때

문에, 1단계에 학습민첩성의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의 제곱항

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 독립변인 제곱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은 중심화값을 사용하였다. 

1)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4단계 계

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

(R2)가 10.0%, 11.8%, 14.3%로 비교적 적은 차이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도전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

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65,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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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79 -1.606 -0.078 -1.609 -0.050 -1.018
연령 0.103 2.083* 0.068 1.398 0.059 1.211 0.067 1.387
학력 0.143 2.857** 0.121 2.442* 0.126 2.569* 0.116 2.386*

직무
도전성 0.214 4.314*** 0.154 2.893** 0.155 2.952**

직무
도전성2 -0.150 -2.909** -0.116 -2.236*

직무
도전성2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165 3.400**

F 8.263*** 11.121*** 10.754** 11.124**

R2 0.058 0.100 0.118 0.143
R2adj 0.051 0.091 0.107 0.130
ΔR² 0.042 0.018 0.025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4>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H 4-4.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Ⅳ-4]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그린 것으로,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

편차 상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의 평균값을 높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로, 1표준편차 아래의 평균값을 낮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로 두고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정도에 따라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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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Ⅵ-4]� 직무도전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서�긍정적�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

2)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4단계 계

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

(R2)가 7.0%, 11.9%, 16.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자율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β=0.21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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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094 -1.884 -0.088 -1.806 -0.074 -1.562
연령 0.103 2.083* 0.095 1.922 0.083 1.716 0.079 1.678
학력 0.143 2.857** 0.140 2.794** 0.120 2.448** 0.107 2.234*

직무
자율성 0.111 2.251* 0.100 2.078* 0.057 1.189
직무

자율성2 -0.225 -4.746*** -0.178 -3.769***

직무
자율성2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217 4.372***

F 8.263*** 5.065* 22.526*** 11.984***

R2 0.058 0.070 0.119 0.169
R2adj 0.051 0.061 0.108 0.155
ΔR² 0.010 0.049 0.050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5>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H 4-5.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Ⅳ-5]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그

린 것으로,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

차 상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의 평균값을 높은 긍

정적 실책관리 문화로, 1표준편차 아래의 평균값을 낮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로 두고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정도에 따라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는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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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Ⅵ-5]� 직무자율성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서�긍정적�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

 

3)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4단계 계층

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R2)

가 6.6%, 9.6%, 16.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부

담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β=0.19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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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변인

종속변인: 학습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직무 -0.117 -2.379* -0.107 -2.175* -0103 -2.108* -0083 -1.755
연령 0.103 2.083* 0.099 2.002* 0112 2.310* 0122 2.586*

학력 0.143 2.857** 0.137 2.721* 0133 2.697** 0108 2.242*

직무
부담 0.088 1.793 0108 2.226* 0124 2.623*

직무
부담2 0177 3.683*** 0168 3.580**

직무
부담2x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197 4.213***

F 8.263*** 3.214 13.566*** 15.104***

R2 0.058 0.066 0.096 0.160
R2adj 0.051 0.056 0.085 0.145
ΔR² 0.008 0.030 0.064

주1) *p<0.05, **p<0.01, ***p<0.001

<표 Ⅳ-16>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H 4-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Ⅳ-6]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그

린 것으로,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

차 상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의 평균값을 높은 긍

정적 실책관리 문화로, 1표준편차 아래의 평균값을 낮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로 두고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정도에 따라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는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6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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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직무부담과�학습민첩성의�관계에서�긍정적�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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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결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이 인구통계학적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명한다. 
H 1-1.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인구통계학적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구명한다. 
H 2-1.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 2-2.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 2-3.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구명한다. 
H 3-1.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H 3-2.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H 3-3.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은 역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H 4-1.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 4-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 4-3.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 4-4.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H 4-5.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H 4-6.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표 Ⅳ-17>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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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준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약간 낮은 수준(5

점 환산평균 기준 3.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Dries 외(2012)의 연구(5점 환

산평균 기준 3.37점), Bedford(2011)의 연구(5점 환산평균 기준 3.60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직무와 

역할을 마주했을 때, 경험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약간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 변화에 대한 대응도 글로벌 기업에 대비하여 

낮은 편으로(정민 외, 2017), 근로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직무에 대해 빠르게 

학습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민첩성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습민첩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따른 학습민첩성 수

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학습민첩

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 각 직무 집단 간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령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40세 이상(134.4

점)이 30세 이상 40세 미만(125.8점), 30세 미만(124.4점)보다 학습민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정보

지향성, 실험성, 유연성은 40세 이상이 30세 이상 40세 미만과 30세 미만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드백추구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민첩성의 

수준이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그리고 연령이 어려질수록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민첩성을 조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직무수행을 통한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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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도전적 경력의 축적이 필요한데(Ungremah, 2014), 연장자일수록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학습과 적용이 반복되면서 학습민첩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드백추구 수준이 30세 미만이 가

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와 세대

별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의 피드백추구 행동은 개인적 측면

과 조직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 측면은 개인의 기질, 인지

적 측면이며, 조직적 측면은 상황이나 조직문화적 측면이다(내은영, 2009). 국

내 조직문화는 97년 IMF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상명하

복,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방식, 순응적 대응방식, 모방학습의 추구 등으로 대표

되었던 기업문화가 IMF 이후에는 수평적 관계, 변화혁신, 지식창조형 학습, 개

인적 의사결정과 책임 등으로 변화되었다(이춘우, 2014). 따라서 IMF 이전의 

조직문화를 겪었던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와 IMF 이후의 조직문화 만을 

경험한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는 피드백추구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나 기업 내의 젊은 세대일수록 피드백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승균, 2006; Tulgan, 1995).

셋째, 학력의 경우에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석사학위를 소지

한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132.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습민첩성(126.9점), 전문대졸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

첩성(11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민첩성이 경험을 통한 체계적 학습

과 이를 적용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학습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제조업 근로자들

이 높은 학습민첩성 수준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민첩성의 하위요

인 중 정보지향성의 경우에 박사학위 소지자의 정보지향성(19.5점), 석사학위 

소지자의 정보지향성(18.8점), 4년제 대학졸업자의 정보지향성(17.5점), 전문

대졸 이하 기업근로자의 정보지향성(15.8점) 수준이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지향성은 다양한 교육과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

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은 교육에 노출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정보획득력을 높여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직무, 연령, 학력)에 



- 138 -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낮고, 학습민첩성은 인구통계학

적 특성보다 다른 변인에 의해서 더욱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 간의 관계를 밝힐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학습민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야 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학습민첩성에 직접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이 학습민첩성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제조업 근

로자의 개인변인인 경험개방성(β=0.550, p<0.001), 변화몰입(β=0.262, 

p<0.001)은 학습민첩성을 5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0.673, p<0.001). 이러

한 결과는 다음의 내용을 시사한다. 

첫째, 경험개방성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인 경험개방성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DeRue 외(20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

로자의 경험개방성이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직무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과업을 위한 기술의 학습(손향신, 2010), 진로변화 및 장벽

에 적응하는 태도, 직무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김하경, 2012) 등 학

습민첩성의 일부 유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

험개방성이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정보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고, 경험을 통

해 습득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상충되는 의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Day et al., 2004). 따라서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이 학습민

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이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학습과 경험의 통합에 도

움을 주어 새로운 직무나 역할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 139 -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새롭고 다양

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변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 뛰어날 수 있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이 학습민첩성을 개발할 것이

라는 Hezlett과 Kuncel(2012)의 연구와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DeRue 외(2012)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

습민첩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험 간의 원리 수립, 이를 통한 새로운 직무

나 상황에 적용 등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경력기간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

요가 있고, 학습민첩성과 경력다양성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DeRue et al., 

2012; Dries et al., 2012)에서 관리자급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여, 관리자급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 내에서 관리자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 내 직

급구조에 의한 것인데, 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관리자급은 대부

분 과장급 이상이 관리자급으로 제시되었고(고민화, 2007; 조미영, 2005; 한우

섭, 200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장급 이상을 관리자급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자급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영향

(β=0.454,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들에게 

경력다양성이 유효할 것임을 밝힌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경력다양성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직무 집중력 저하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하였는데, 초기경력자의 

경우에는 잦은 이직과 직무 변경이 경험을 통한 학습과 창의적 직무에의 적용

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김문실, 최

순옥, 2003). 초기경력자는 조직에서의 직무, 역할, 조직의 가치와 규범 등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력초기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적응과 

동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이수용, 2014). 따라서 단순히 경력다양성이 높다

고하여 학습민첩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직급과 잠재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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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구성원에

게 경력경로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민첩성 관련 개념과 변화몰입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박혜진 외, 2009; 이나영 외, 2016; Cunningham, 200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변화

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나 역

할 수행을 위한 학습과 성장,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 그리고 성과를 창출하는 

학습민첩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변화몰입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변화몰입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 차원의 학습과 성공적 직무수행 등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성원들의 변화몰입

은 변화에 대한 지지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새로운 직무나 역할 등 개인에

게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에만 실제 변화에 대한 지지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ord et 

al., 2003). 즉, 변화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근로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

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대응하고 성공적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

게 된다는 것이다. 

다.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연령, 학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과 역U자형 영향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내용을 시사한다. 

첫째, 직무도전성이 학습민첩성과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전적 직무수행이 더 많은 인지적, 감정적 노력

을 투입하게 하고, 영리한 직무수행을 하게하며,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하였고(Carmeli, 2007; Holmes & Srivastava, 2003),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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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을 하고,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학습을 하는 것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윤세훈, 나승일, 2015). 

그러나 도전적 과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이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비

용을 초래하게 되어,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과도할 경우에는 직무탈진이나 효능감 감소 등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

다(백승근, 2013).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업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이 학습

민첩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직무도전성이 일정수준(5점 환산점수 3.43점) 이상을 넘어갈 경

우에 잦은 야근과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직무수행자가 도전적 업무 수행 시, 

수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창의적 행동을 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업무 수행 프로

세스대로 과업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박한규, 2015), 오

히려 직무를 위한 학습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의 학습민첩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은 학습민첩성과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여러 가지 과업들 중에서 유용한 조합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Oldham & Cummings, 1996), 직무수행 상에서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해내는 

대안적 사고와 창의성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mabile, 1988; 

Tierney & Farmer, 2002). 즉,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될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규칙성(routine)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한다는 것이다(Shally & Gilson, 2004). 그러나 자율성은 과업에 대한 통제권

을 의미하기 때문에(Spreitzer, 1995), 이러한 통제권 상승에 따른 책임감의 

과부하는 학습과 새로운 시도보다는 성과나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Sweller, 1988). 때문에 직무자율성과 학습, 업무지식획득, 조직적

응 등의 정적인 관계를 설정했던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

지 못하거나, 오히려 회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문세연, 

2010; Parker & DeCotiis, 1983; van Woerkon, 2003).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직무자율성의 정적 영향을 일부 지지함과 동시

에,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이 일정 수준(5점 환산점수 2.99점)을 넘어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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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민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자율성이 부여될 

경우, 초기에는 학습을 통한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직무에 대해 유연

하게 대응하고자 하지만, 과도한 직무자율성은 오히려 스스로 안정적 직무수행을 

추구하게 되면서 학습민첩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과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부담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요구(demands)의 측

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태도와 학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akker & Demerouti, 2007). 즉, 직무

에 대한 부담이나 요구가 많아지면 정서적인 탈진과 소진으로 이어지고, 직무 

자체에서 멀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Schaufeli et al., 2004), 학습활동에도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명숙, 2003; 엄유경, 2008). 그러나 직무에 대한 

부담은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흥미롭고 중요하며 의미 있는 직

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행적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n et al., 

2017).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직무 수행을 위해 빠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기술이나 지식 획득을 위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되지만, 이러한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학습활동을 멈추거나 창의적 직

무수행을 멈추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의 조절효과

1)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첫째,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효

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가 개인의 학습, 의사소통과 정보, 창의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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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구성원들이 어떤 특정 성향, 태도,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특성이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고,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민첩성에 이러

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Aksu & Ozdemir, 2005; Koberg & 

Chusmir, 1987).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

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경험

개방성이 인간의 성격 요인 중 하나로, 개인의 고유한 사고와 행동양식이기 때

문에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개인의 성격 요인은 일

관적이고 지속적인 반응과 패턴을 보이며(Pevin, 2003), 때문에 환경적 변인

에 의한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효

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한 다양성의 보유는 학습을 

촉진시키거나,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Pelled, 1996).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면 

사고의 전환과 피드백이 촉진되는데, 이러한 피드백 상황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에 따라 자신의 오류에 대한 인식이 증가 또는 감소하여 학습효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Kluger & Denisi, 1996).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험에 대한 노출, 즉 

경력다양성이 피드백을 촉진하고, 피드백 상황하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역할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조절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효과

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을 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는 선행연구(조영복, 이나영, 2014)의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과업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부담이 적고, 실패를 학습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사고방식인 변화몰입은 실제 변화

대응 행동과 차이가 날 수 있다(Cunningham, 2006). 때문에 직접적 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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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변화몰입은 태도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몰입

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직접적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

더라도, 여전히 학습민첩성에 있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중요성은 제기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실책관리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중요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Schein, 1995), 이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학

습민첩성에 대한 선행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결과 분석에

서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에 비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학습민첩

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선행요

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R2)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직무도전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직무도전성

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함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이 학

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는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역U자형 관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함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긍

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높은 집단은 직무도전성이 증가함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상승이 완만히 유지되는 반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집단은 직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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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학습민첩성의 정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변곡점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직무도전성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

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직무의 도전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하였을 때,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기업 구성원은 더 빠르게 학습과 창의적 시도를 포기하

게 되고, 직무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높은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를 보유한 기업 구성원의 경우에는 더 높은 직무도전성에도 지속적으로 

학습민첩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직무와 역할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무도전성의 상승에 따라 학습민첩성도 

높아지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직무도전성에 대해서는 학습민첩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직무도전성이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과업에서 개인이 들여야 하는 노력의 정도로 직무도전성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지적, 감정적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Holmes et al., 2002). 그러나 조직

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조직별 

차이가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정적인 영향관계의 지속성을 더 길게 혹은 

짧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패턴은 조직이 보유한 문화

와 직무의 특성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상호작용의 결과가 학습

민첩성에 반영됨을 나타낸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R2)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직무자율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21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직무자율성

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함이 검증되었다. 즉,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이 학습민첩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의 증가가 근로자들이 스스로 과거 과업수행의 

규칙성(routine)을 깨고, 새로운 직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창의적인 과

업 수행 방법을 찾는 등의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Shall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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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일정 수준(5점 환산점수 2.99점) 이상의 자율성이 변곡점을 넘어

갈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민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

데, 기업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이러한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역U자

형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역U자형 

관계에 대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높은 집단은 직무자율성 증가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수준이 선형에 가까

울 정도로 완만히 상승되는 모양을 나타냈으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집단은 직무자율성에 따른 학습민첩성이 높아지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학습민

첩성 수준이 급격히 하락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높은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를 보유한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직무수행 방법을 개발하여, 이

를 새로운 직무나 역할에 적용하게 되지만,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기업

의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처음에는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

으로 직무수행에 활용을 하지만, 자율성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 자율성을 활용하면서 학습을 멈추고, 새로운 

직무와 역할에 이를 활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Parker et al., 1983).  

이는 개인이 실책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실책을 통

해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Keith et al., 2005), 높은 직무자율성이 부여되

더라도 이를 창의적 직무수행에 활용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별

로 보유하고 있는 실책관리 문화에 따라 직무자율성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수(R2)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직무부담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

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9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비선형적 관계를 조절함이 검증되었다. 즉, 기업이 실책에 대해 

학습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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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 긍정적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부담이 부정적 직무요구의 측면에서 학습민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도전적 스트레스 요인의 역할을 통해 학습민

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U자형 관계를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가 검

증되었다는 것은,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역U자형 관계에 대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높은 집단은 직

무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민첩성 수준이 더 높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

났고,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집단은 직무부담에 따른 학습민첩성이 높

아지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학습민첩성 수준의 상승이 무뎌지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었다. 즉,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낮은 조직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

의 직무부담이 높아질 경우에 직무부담이 부정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면

서 학습활동을 멈추거나 창의적 행동을 제고시키지 못하게 되지만(Bakker et 

al., 2007),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높은 조직은 직무부담이 높아지더라도 긍

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새로운 지식 획득, 선행적 기술개발 등의 활동과 이

를 직무와 역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Ren et al., 2017). 따라서 조직별로 

차이가 있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에 따라 학습민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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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개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및 직무(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변인의 관계

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

화몰입)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 및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를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체 근로자 전체로 선정하였으

며, 이에 따른 목표모집단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제조업 분야 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업단위 회귀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 

수의 5배에 해당하는 35개 기업 이상의 자료 확보와 유의표집 일반화를 위한 

384명 이상의 표집을 위하여 총 50개 기업, 기업별 10명, 총 500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 도구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번역 및 수정하여 재구성한 조사도구를 활용

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학습민첩성, 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와 통제변인

인 직무, 연령, 학력이 포함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그 중 종속변인인 학습민

첩성 측정도구는 재번역 방법(Back-Translation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은 국내 연구에서 번역되어 활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조

사에 사용된 학습민첩성은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전체 0.971, 피드

백추구 0.886, 정보지향성 0.863, 성찰 0.858, 실험성 0.946, 유연성 0.939로 대

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개방성은 0.891, 변화몰입 0.876, 직무도전성 

0.887, 직무자율성 0.864, 직무부담 0.832,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0.946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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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의 경우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

고, 본조사의 경우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50개 기업

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이 중 429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5.8%). 회수된 429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을 제외하고 총 50개 

기업의 406명의 자료(유효응답률 81.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OVA)의 평균차이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변인에 대한 제조업 근로자의 개별 인식들을 기업 수준

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ICC; 

Interclass Correlation)를 통해 분석하였고, ICC 값이 임계치보다 높게 도출

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는데 각 변인의 공차한계

는 0.629-0.987, 변량팽창계수는 1.014-1.58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직무(p<0.01), 

연령(p<0.01), 학력(p<0.01)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사후검증 결과, 40세 

이상(134.3점)이 30세 이상 40세 미만(125.8점), 30세 미만(124.4점)이 인

식하는 학습민첩성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피드백추구 수준은 3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

(16.1점)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

준(15.1점)과 40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피드백추구 수준(14.6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졸 이하

(116.0점)가 가장 낮고, 4년제 대학 졸업자(126.9점), 석사학위 소지자(132.5

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β=0.550), 변화몰입(β=0.262)이 학습

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다양성은 학습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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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을 때, 경력다양성(β=0.454)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2차항 회귀계수:β=-0.129), 직무자율성

(2차항 회귀계수:β=-0.224), 직무부담(2차항 회귀계수:β=-0.149)이 학습민

첩성에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경력다양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에서 통

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를 제외하고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

계수(R2)가 10.0%, 11.8%, 14.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도전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자율성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에서 통

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를 제외하고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

계수(R2)가 7.0%, 11.9%, 16.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

무자율성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β=0.21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

리 문화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에서 통제

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를 제외하고 2, 3, 4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의 결정계

수(R2)가 6.6%, 9.6%, 16.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부담 제곱과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의 상호작용항이 학습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9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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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

데, 학습민첩성은 기술혁신과 빠른 진보로 새로운 과업과 역할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하는 현재의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 능력이다. 따라서 

학습민첩성이 낮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무나 역할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빠

르게 습득하기 보다는 예전의 지식, 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하여 궁극적

으로 성과창출에 실패하고 조직 생존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학습민첩성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며, 학습민첩성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해

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인 

직무와 경력경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직무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

록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원과 실수에 대한 너그러운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령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수준에서 4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세 이상 40세 미만, 30세 미만 근로자들의 학습민첩

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와 정보

습득의 축적 등을 통해 조성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도전적이

고, 다양한 과업을 부여하여 시간의 양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개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과업을 부여할 때, 도전적 스트레스로써 작용할 수 있는 정

도의 과업과 과업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습민첩성의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피드백 추구의 경

우에는 30대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피드백추구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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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업문화를 겪어온 세대 차이에 따라 피드백 선호의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평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이 필요하

며, 동시에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개인별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요

청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제공을 통해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민첩성 수준은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 

근로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졸 이하 제조업 근로

자보다 학습민첩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교육과 자료를 활용한 직무 정보 획득 능력인 정보지향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

보에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의 경험개방성과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먼저 경험개방성을 갖고 있는 제조업 근로자는 학습민

첩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새로운 상황이나 직무에 대

해 저항하고 닫힌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학습민첩성을 낮추어 결국 

개인의 성과 및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

자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

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경험개방성이 개인의 특질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 스스

로의 노력이 선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근로자가 변화몰입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습민첩성 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발생했을 때, 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사고인 변화몰입은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에 매우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하에서는 기업 변

화의 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단순한 지식의 활용이 아닌 새로

운 가치창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혁신과 가치창출의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인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변화를 감

지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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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으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경

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

한 경험을 통한 경험 간의 원리 수립과 새로운 상황에 적용 등이 필요한 학습

민첩성의 특성상, 일정기간의 경력기간이 선행되었을 때, 경력다양성이 학습민

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리자급 근로자들이 다

양한 경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경력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은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역

U자형 관계를 갖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

행연구에서 단순 선형관계를 제시했던 것을 넘어, 더 역동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직무를 설계하고, 분장할 때, 명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역U자형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주어졌을 때, 

직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직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을 도모하며, 창

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지만, 이러한 직무도전성, 직무

자율성, 직무부담이 개인의 수용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고, 

과업처리에 급급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도전적 직무를 부여하고, 자율성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자율

적 직무수행 프로세스 상의 검토와 피드백, 상사와 공유가 동반되어야 하며, 직

무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가 직무부담을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되, 일정부분의 부담을 부여하여 직무수

행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변인(직무도전

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한다. 반면, 긍정적 실책

관리 문화가 개인변인(경험개방성, 경력다양성, 변화몰입)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특성이나 태도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인에 

의한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며, 기업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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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성향, 태도보다는 직무특성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험개

방성이나 변화몰입과 같은 개인변인들이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만

큼 조직구성원이 함께 변화에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의 목적

과 중요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

계가 역U자형 비선형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아지다가, 일정 변곡점이 지나게 

될 경우에 오히려 학습민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변인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역U자형 관계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에 따라 

직무변인(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과 학습민첩성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에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는 것은 기업이 실책에 대해 학습으로 인지하고, 실책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경

우에는 직무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

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업이 실책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책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의 방법

으로만 과업 수행을 하게 할 경우에 근로자들은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한 학습

과 적용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새로

운 도전과 창의적 과업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책관리 

문화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무에 적용하며, 이러한 도전적 직무수행으로 인해 실책이 발생했을 때, 동료 

간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실책에 대한 벌칙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

를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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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학습민첩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의 제언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제조업 분야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하였

다. 하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등의 독

특한 특징을 보유한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들은 다른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근로자, 학교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 연구의 결

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습민첩성과 선행변인의 관

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지, 또는 조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개인변인, 직무변인의 구조적인 관계를 구

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조업 근로자의 학습민첩성

이 경험개방성, 변화몰입,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 등과의 개별적인 

관계는 구명됐지만, 종합적으로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다루지 못했

다. 이 연구가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초기 탐색적 실증

연구임을 감안하여, 향후에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변인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험개방성, 변화몰입은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가 개인변인과 학습민첩성의 관계

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력을 보였

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한 성향, 태도, 특성 등의 개인변인은 조직 내

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이 크게 혹은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Kluger & Denisi, 1996),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환경변인을 구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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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업구성원의 학습민첩성과 경력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구성원의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리자급에 한

하여 가설이 성립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력다양성은 직무가 자주 변경됨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다양성의 형

태와 경로 등 경력다양성을 심층화하여 학습민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를 조직수준의 변인으로 

제시하였지만, 학습민첩성의 조직 내 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조직수준 

변인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나. 실천적 제언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학습민첩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천적 제

언을 시사한다. 

첫째,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설계와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부담이 학습민첩성에 역U자

형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수

준의 직무를 설계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민첩성이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직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익숙한 내용

의 반복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선행적 지식과 기술의 학습, 새로운 해결방안의 

적용 등을 하지 않게 되고, 때문에 도전적 직무의 부여로 긍정적 스트레스 요

인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직무분석과 직무급의 산정 등으로 현재의 직

무의 범위, 난이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역량진단,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

인의 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민

첩성의 개발을 위해 개인의 능력보다 다소 높은 난이도의 직무를 설계하여 제

시하여야 하지만, 개인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직무의 부여는 오히려 학습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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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심한 직무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들

이 스스로 개인 개발에 필요성을 느끼도록 경력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근로

자들에게 도전적 목표와 과업만을 제시하게 되면, 직무수행의 피로감이 누적되

고, 이는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각 인력이 자신의 업무

의 목적과 역할, 현재의 직무를 통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개인개발계획의 수립과 경력개발 면담 등을 통하여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직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해 직급과 경력기간에 따른 세심한 경력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자급 근로자들의 경력다양성이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리자급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력에 대한 경험이 학습민첩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직무나 조직을 경험했다고 하여 학습민첩성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접근

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을 통한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직무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육성을 위한 경력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직접

적인 직무경험과 더불어 간접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팀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

로는 먼저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선행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유연하고 적극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을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가 직무

수행상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러한 실책에 대해 조직이나 리더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향

후 학습을 통한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책에 대한 결과를 학

습으로 인정하여 주는 문화를 조성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좀 

더 확장된 시도가 가능하며, 이는 학습민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과

창출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습민첩성이 낮게 나타난 집단을 위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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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30세 미만 근로자들의 학

습민첩성이 40대 이상의 근로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을 통한 학습이 바

탕이 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도 있지만, 조직에

서는 도전적 직무 제시와 더불어 프로젝트 팀, 품질분임조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축적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졸 이하의 기업근로자가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소지자

에 비해 학습민첩성, 특히 정보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지향성이 

다양한 교육과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며, SNS, 인트라넷 등을 

활용하여 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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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영문�⟶ 한글번역(Forward� Translation)
요인 No. 원�문항

한글�번안본� 1
(연구자�1차�번안)

한글�번안본� 2
(검토자�1,� 2차�의견�반영)

피
드
백
추
구

1
Seek� feedback� from�my�
manager� about�my�
performance�

상사에게�나의�성과에�대한�
피드백을�요청한다.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
상사에게�요청한다.

2

Appropriately� discuss�my�
potential� for� advancement�
within� the� organization�with�
my�manager�

상사와�조직�내에서�나의�미래�
가능성에�대해�적절히�논의한다.� �

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
대해�상사와�적절히�논의한다.� �

3
Ask�my� peers� to� provide�me�
with� feedback� on�my�
performance�

동료에게�나의�성과에�대한�
피드백을�요청한다.�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
동료에게�요청한다.�

4
Directly� ask� others� for� their�
thoughts� on� how� I� can�
improve�my� performance�

타인에게�나의�성과를�개선할�수�
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
직접적으로�물어본다.

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
방법에�대한�생각을�남들에게�
직접적으로�물어본다.

5
Constructively� discuss�my�
mistakes�with� others�

타인과�나의�실수에�대해�
건설적으로�논의한다.

나의�실수에�대해�남들과�
건설적으로�논의한다.

정
보
지
향
성

6
Seek� new� information� on�
topics� related� to�my� job� or�
field�

나의�직무�또는�분야와�관련된�
새로운�정보를�찾는다.�

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
정보를�찾는다.�

7

Read� trade� journals,�
newspaper� articles,� books,� or�
other� sources� to� stay�
informed�

정보를�얻기�위해�잡지,�
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
지속적으로�읽는다.

정보를�얻기�위해�잡지,�
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
지속적으로�읽는다.

8
Update�my� knowledge� and�
expertise� through� formal�
training� or� education�

나의�지식과�전문성을�높이기�
위해�공식적�교육훈련을�
수강한다.�

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을�
통하여�나의�지식과�전문성을�
함양한다.�

9

Collect� data� to� increase�my�
knowledge,� evaluate�my�
progress,� and� inform�my� next�
steps�

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
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
평가하여�향후�단계에�정보를�
활용한다.�

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
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
평가하여�향후�직무�수행에�
활용한다.�

10
Bring� up� problems� and� tough�
issues� with� others�when�
needed�

필요할�경우�문제나�어려운�
이슈들을�타인과�논의한다.�

필요할�경우�문제나�어려운�
이슈들을�남들과�논의한다.�

성
찰

11
Consider� the� reasons� for� and�
consequences� of�my� actions�
or� recent� events�

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에�
대한�이유와�결과에�대해�
성찰한다.�

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에�
대한�이유와�결과에�대해�
성찰한다.�

12
Ask� a� variety� of� stakeholders�
for� their� points� of� view�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
관점을�묻는다.�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
관점을�묻는다.�

13
Take� time� to� reflect� on� how�
to� be�more� effective�

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
시간을�갖는다.

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
시간을�갖는다.

14
Stop� to� reflect� on�work�
processes� and� projects�

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
수행에서�성찰을�위해�수행을�
멈추기도�한다.�

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
수행에서�성찰을�위해�업무를�
멈추기도�한다.�

15

Critically� evaluate� work-related�
events� with� others� in� order�
to� understand�what�
happened�

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
타인과�함께�직무와�연관된�
일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
남들과�함께�직무와�연관된�
일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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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원�문항
한글�번안본� 1
(연구자�1차�번안)

한글�번안본� 2
(검토자�1,� 2차�의견�반영)

실
험
성

16
Jump� into� action� and� learn�
by� trial� and� error�

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
통해�학습한다.

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
통해�학습한다.

17
Embrace� pursuits� that�may� be�
risky,� even� if� the� outcomes�
are� uncertain�

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
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
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18
Experiment� with� unproven�
ideas� by� testing� them� out�

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
실험해�본다.�

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
실험해�본다.�

19
Engage� in� tasks� that� are�
ambiguous� in� terms� of� how�
to� succeed�

성공을�위한�방법이�모호한�
직무에�참여한다.

성공을�보장할�수�없는�과업에도�
도전한다.�

20
Volunteer� for� assignments� or�
projects� that� involve� the�
possibility� of� failure�

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
과제에�자원한다.�

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
과제에�자원한다.�

21
Take� on� new� roles� or�
assignments� that� are�
challenging�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
수행한다.�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
수행한다.�

22
Try� different� approaches� to�
see� which� one� generates� the�
best� results�

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
다른�접근방식을�시도한다.�

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
다양한�방법을�시도해�본다.�

23
Challenge� others'� ideas� and�
opinions� even�when� they� are�
shared� by�many� people�

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
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
이의를�제기한다.�

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
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
이의를�제기한다.�

24
Evaluate� new� techniques� or�
different�ways� of� solving�
problems�

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
새로운�기술을�검토해본다.�

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
새로운�기술을�검토해본다.�

25
Collaborate�with�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organization�

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
협력한다.

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
협력한다.

26

Work�with� colleagues� from�
different� backgrounds� or� job�
functions� to� share�
perspectives�

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
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
동료들과�함께�일한다.

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
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
동료들과�협업한다.

27
Look� for� ways� to� leverage� the�
unique� skills,� knowledge,� and�
talents� of� others�

타인의�특별한�기술,�지식,�
역량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
모색한다.�

다른�사람들의�특별한�기술,�
지식,�역량을�활용할�수�있는�
방법을�모색한다.�

28
Ask� others� for� help�when�
needed�

도움이�필요할�때�타인에게�
도움을�요청한다.�

도움이�필요할�때�다른�
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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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원�문항
한글�번안본� 1
(연구자�1차�번안)

한글�번안본� 2
(검토자�1,� 2차�의견�반영)

민
첩
성

29
Consider�many� different�
options� before� taking� action�

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
선택지를�고려한다.�

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
선택지를�고려한다.�

30
Switch� between� different�
tasks� or� jobs� as� needed�

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
직무로�전환한다.

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
직무로�전환한다.

31
Find� common� themes� among�
opposing� points� of� view�

상반되는�관점속에서도�일반적�
주제를�찾을�수�있다.

상반되는�여러�관점들�사이에서�
공통된�주제를�찾아낼�수�있다.�

32
Articulate� seemingly�
competing� ideas� or�
perspectives�when� needed�

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
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
말한다.�

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
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
말한다.�

33
Propose� solutions� that� others�
see� as� innovative�

타인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
수�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수�
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34
Quickly� develop� solutions� to�
problems�

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
빠르게�개발한다.

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
빠르게�개발한다.

35
Get� up� to� speed� quickly� on�
new� tasks� or� projects�

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
신속하게�처리한다.

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
신속하게�처리한다.

36
Acquire� new� skills� and�
knowledge� rapidly� and� easily�

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
쉽게�습득한다.�

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
쉽게�습득한다.�

37
React� well� to� unexpected�
problems�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
대응한다.�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
대응한다.�

38
Readily� grasp� new� ideas� or�
concepts�

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
이해할�수�있다.

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
이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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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한글�⟶ 영문�재번역(Backward� Translation)
요인 No. 한글�번안본(2차�검토본) 재번역(번역자)

피
드
백
추
구

1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상사에게�요청한다. I� request� performance� feedback� from�my� boss�

2
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대해�상사와�적절
히�논의한다.� �

I� discuss� properly� with� my� boss� regarding� my�
future� possibilities� in� the� organization

3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동료에게�요청한다.�
I� request� performance� feedback� from� my�
colleague.�

4
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남
들에게�직접적으로�물어본다.

I� ask� others� the� way� in� which� to� improve� my�
performance.�

5 나의�실수에�대해�남들과�건설적으로�논의한다.
I� discuss� soundly� with� others� regarding� my�
mistakes

정
보
지
향
성

6 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정보를�찾는다.�
I� seek� new� information� regarding� my� task�
area

7
정보를�얻기�위해�잡지,�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
료들을�지속적으로�읽는다.

I� constantly� read� magazines,� news� papers,�
books,� and� other� documents� to� pursue�
information.�

8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나의� 지식과� 전
문성을�함양한다.�

I� embed� my� self� with� knowledge� and�
expertise� via� formal� education� or� training.�

9
나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무절차를�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활용한다.�

I� collect� data� to� upgrade� knowledge,� and� I�
evaluate� my� job� procedure� for� task�
performance.�

10
필요할� 경우� 문제나� 어려운� 이슈들을� 남들과� 논의
한다.�

I� discuss� problems� or� difficult� issues� with�
others�when� necessary.�

성
찰

11
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에�대한�이유와�결과
에�대해�성찰한다.�

I� reflect� the� reason� and� results� by� the�
consequence� of� my� behavior� or� recent�
occurrence.�

12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관점을�묻는다.�
I� ask� various� stakeholders� regarding� their�
perspectives�

13 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시간을�갖는다.
I� take� time� of� reflection� for� more� effective�
ways

14
직무� 수행단계나� 프로젝트� 수행에서� 성찰을� 위해�
업무를�멈추기도�한다.�

I� take� pause� to� reflect� the� task� performance�
steps� or� proejct� performance.�

15
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남들과�함께�직무와�연
관된�일들을�비판적으로�
평가한다.

I� critically� evaluate� task� relevant� works� with�
others� to� understand� things� that� are�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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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한글�번안본(2차�검토본) 재번역(번역자)

실
험
성

16 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통해�학습한다.
I� learn� through� trial� and� error� and� perform�
audaciously�

17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포용하고� 직무를� 수
행한다.

I� perform� risk-taking� tasks� even� though� the�
result� is� uncertain�

18 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실험해�본다.� I� experiment� the� untested� ideas.�

19 성공을�보장할�수�없는�과업에도�도전한다.�
I� challenge� tasks� that� can� not� gurantee�
success

20 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과제에�자원한다.�
I� volunteer� for� the� project� or� the� task� that�
can� be� failed

21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수행한다.� I� perform� challenging� tasks� or� new� roles

22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해�본다.�

I� try� various� tactics� to� draw� the� best� result�

23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라도� 틀렸다� 생
각되면�이의를�제기한다.�

I� raise� objection�when� the� opinion� or� the� idea�
is�wrong,� though�majority� is� agreed� upon.�

24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검토
해본다.�

I� review� new� technology� and� other� methods�
for� problem-solving

25 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협력한다.
I� collaborate� with� other� departments� in�
organizations

26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배경과� 직무를�
가진�동료들과�협업한다.

I� collaborate� with� colleagues� that�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tasks� to� share� the�
different� perspectives

27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기술,� 지식,� 역량을� 활용할�
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

I� pursue� the� way� in� which� to� utilize� others’�
skill,� knowledge,� and� competence.�

28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

I� ask� others� for� help�whe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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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한글�번안본(2차�검토본) 재번역(번역자)

민
첩
성

29 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선택지를�고려한다.�
I� consider� my� plausible� options� before� taking�
actions

30 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직무로�전환한다. I� transit� to� other� tasks� or� jobs�when� needed

31
상반되는� 여러�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
아낼�수�있다.�

I� can� draw� common� themes� among� counter�
perspectives

32
필요할� 경우� 외견상� 경쟁적인� 아이디어나� 관점도�
분명히�말한다.�

I� can� speak� competitive� ideas� and� perspectives�
when� needed

33
남들에게� 혁신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I� can� suggest� solutions� that� seem� innovative�
to� others

34 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빠르게�개발한다. I� develop� solutions� fast� for� problem-solving�

35 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신속하게�처리한다. I� deliver� new� tasks� or� projects� swiftly�

36 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쉽게�습득한다.�
I�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fast� and�
easy

37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대응한다.� I� react� to� unexpected� problems

38 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다. I� understand� new� ideas� or� concept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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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원문�⟶ 재번역본�비교
요인 No. 한글�번안본(Forward) 재번역(Backward) 원문

원문-재번역본�비교�
결과

피
드
백
추
구

1
나의�성과에�대한�
피드백을�상사에게�
요청한다.

Request� performance�
feedback� from�my�
boss�

Seek� feedback� from�
my�manager� about�
my� performance�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2
조직�내에서�나의�미래�
가능성에�대해�상사와�
적절히�논의한다.� �

Discuss� properly� with�
my� boss� regarding�
my� future� possibilities�
in� the� organization

Appropriately� discuss�
my� potential� for�
advancement�within�
the� organization�with�
my�manager�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
나의�성과에�대한�
피드백을�동료에게�
요청한다.�

Request� performance�
feedback� from�my�
colleague�

Ask�my� peers� to�
provide�me�with�
feedback� on�my�
performance�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4

나의�성과를�개선할�수�
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
남들에게�직접적으로�
물어본다.

Ask� others� the�way� in�
which� to� improve�my�
performance�

Directly� ask� others� for�
their� thoughts� on�
how� I� can� improve�
my� performance�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5
나의�실수에�대해�
남들과�건설적으로�
논의한다.

Discuss� soundly� with�
others� regarding�my�
mistakes

Constructively� discuss�
my�mistakes�with�
others�

Ÿ Constructively가�
‘건설적으로’에�더�
적절하다고�판단되어�
번안본�유지

정
보
지
향
성

6
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
새로운�정보를�찾는다.�

Seek� new� information�
regarding�my� task�
area

Seek� new� information�
on� topics� related� to�
my� job� or� field�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7

정보를�얻기�위해�잡지,�
신문기사,�서적�및�다른�
자료들을�지속적으로�
읽는다.

Constantly� read�
magazines,� news�
papers,� books,� and�
other� documents� to�
pursue� information

Read� trade� journals,�
newspaper� articles,�
books,� or� other�
sources� to� stay�
informed�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8

공식적인�교육이나�
훈련을�통하여�나의�
지식과�전문성을�
함양한다.�

Embed�my� self�with�
knowledge� and�
expertise� via� formal�
education� or� training

Update�my�
knowledge� and�
expertise� through�
formal� training� or�
education�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9

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
위해�데이터를�
수집하고,�업무절차를�
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
활용한다.�

Collect� data� to�
upgrade� knowledge,�
and� I� evaluate�my�
job� procedure� for�
task� performance

Collect� data� to�
increase�my�
knowledge,� evaluate�
my� progress,� and�
inform�my� next� steps�

Ÿ 원문과�비교하였을�
때,�번안본(향후�직무�
수행)이�적절한�
것으로�판단되어�
번안본�유지

10
필요할�경우�문제나�
어려운�이슈들을�남들과�
논의한다.�

Discuss� problems� or�
difficult� issues� with�
others�when�
necessary.�

Bring� up� problems�
and� tough� issues�
with� others�when�
needed�

Ÿ 원문의�Bring� Up�
의미를�충분히�
살리기�위해�
‘논의한다.’를�
‘제기한다.’로�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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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한글�번안본(Forward) 재번역(Backward) 원문
원문-재번역본�비교�

결과

성
찰

11

나의�행동이나�최근�
발생한�일에�대한�
이유와�결과에�대해�
성찰한다.�

Reflect� the� reason�
and� results� by� the�
consequence� of�my�
behavior� or� recent�
occurrence

Consider� the� reasons�
for� and� consequences�
of�my� actions� or�
recent� events�

Ÿ 원문의�Consider�
의미를�충분히�
반영하기�위하여�
‘성찰한다.’를�
‘생각한다.’로�수정함

1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관점을�묻는다.�

Ask� various�
stakeholders�
regarding� their�
perspectives�

Ask� a� variety� of�
stakeholders� for� their�
points� of� view�

-

13
더�효과적인�방법을�
위한�성찰의�시간을�
갖는다.

Take� time� of�
reflection� for�more�
effective�ways

Take� time� to� reflect�
on� how� to� be�more�
effective�

-

14

직무�수행단계나�
프로젝트�수행에서�
성찰을�위해�업무를�
멈추기도�한다.�

Take� pause� to� reflect�
the� task� performance�
steps� or� project�
performance

Stop� to� reflect� on�
work� processes� and�
project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15

일어난�일을�이해하기�
위해�남들과�함께�
직무와�연관된�일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Critically� evaluate� task�
relevant� works�with�
others� to� understand�
things� that� are�
happened

Critically� evaluate�
work-related� events�
with� others� in� order�
to� understand�what�
happened�

-

실
험
성

16
과감하게�실행하고,�
시행착오를�통해�
학습한다.

Learn� through� trial�
and� error� and�
perform� audaciously�

Jump� into� action� and�
learn� by� trial� and�
error�

-

17
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포용하고�직무를�
수행한다.

Perform� risk-taking�
tasks� even� though�
the� result� is� uncertain�

Embrace� pursuits� that�
may� be� risky,� even� if�
the� outcomes� are�
uncertain�

Ÿ 번안본(포용하고)이�
적절하게�번역된�
것으로�판단되어�
번안본�유지

18
검증되지�않은�
아이디어를�실험해�
본다.�

Experiment� the�
untested� ideas.�

Experiment�with�
unproven� ideas� by�
testing� them� out�

-

19
성공을�보장할�수�없는�
과업에도�도전한다.�

Challenge� tasks� that�
can� not� guarantee�
success

Engage� in� tasks� that�
are� ambiguous� in�
terms� of� how� to�
succeed�

Ÿ 원문의�Engage�
의미를�충분히�
반영하기�위하여�
‘도전한다.’를�
‘착수한다.’로�수정함

20
실패가능성이�있는�
프로젝트나�과제에�
자원한다.�

Volunteer� for� the�
project� or� the� task�
that� can� be� failed

Volunteer� for�
assignments� or�
projects� that� involve�
the� possibility� of�
failure�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21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
과제를�수행한다.�

Perform� challenging�
tasks� or� new� roles

Take� on� new� roles� or�
assignments� that� are�
challen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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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한글�번안본(Forward) 재번역(Backward) 원문
원문-재번역본�비교�

결과

실
험
성

22
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
위해�다양한�방법을�
시도해�본다.�

Try� various� tactics� to�
draw� the� best� result�

Try� different�
approaches� to� see�
which� one� generates�
the� best� result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23

다수가�동의하는�
의견이나�아이디어라도�
틀렸다�생각되면�이의를�
제기한다.�

Raise� objection�when�
the� opinion� or� the�
idea� is�wrong,�
though�majority� is�
agreed� upon.�

Challenge� others'�
ideas� and� opinions�
even�when� they� are�
shared� by�many�
people�

-

24
문제해결을�위해�다른�
방법과�새로운�기술을�
검토해본다.�

Review� new�
technology� and� other�
methods� for�
problem-solving

Evaluate� new�
techniques� or�
different� ways� of�
solving� problems�

Ÿ 원문의�Evaluate은�
실험적�시도를�
의미하는�것으로�
‘검토해본다.’를�
‘모색해본다.’로�
수정함

25
조직의�다른�부서�
사람들과�협력한다.

Collaborate� with�
other� departments� in�
organizations

Collaborate�with�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organization�

-

26

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
위해�다른�배경과�
직무를�가진�동료들과�
협업한다.

Collaborate� with�
colleagues� that�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tasks� to� share�
the� different�
perspectives

Work�with� colleagues�
from� different�
backgrounds� or� job�
functions� to� share�
perspective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27

다른�사람들의�특별한�
기술,�지식,�역량을�
활용할�수�있는�방법을�
모색한다.�

Pursue� the�way� in�
which� to� utilize�
others’� skill,�
knowledge,� and�
competence.�

Look� for�ways� to�
leverage� the� unique�
skills,� knowledge,� and�
talents� of� other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28
도움이�필요할�때�다른�
사람들에게�도움을�
요청한다.�

Ask� others� for� help�
when� needed

Ask� others� for� help�
when�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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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o. 한글�번안본(Forward) 재번역(Backward) 원문
원문-재번역본�비교�

결과

민
첩
성

29
실행하기�전에�다른�
많은�선택지를�
고려한다.�

Consider�my� plausible�
options� before� taking�
actions

Consider�many�
different� options�
before� taking� action�

-

30
필요할�경우,�다른�
과업이나�직무로�
전환한다.

Transit� to� other� tasks�
or� jobs�when� needed

Switch� between�
different� tasks� or� jobs�
as� needed�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1
상반되는�여러�관점들�
사이에서�공통된�주제를�
찾아낼�수�있다.�

Can� draw� common�
themes� among�
counter� perspectives

Find� common� themes�
among� opposing�
points� of� view�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2
필요할�경우�외견상�
경쟁적인�아이디어나�
관점도�분명히�말한다.�

Can� speak�
competitive� ideas� and�
perspectives�when�
needed

Articulate� seemingly�
competing� ideas� or�
perspectives� when�
needed�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3
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
보일�수�있는�
해결방법을�제안한다.�

Can� suggest� solutions�
that� seem� innovative�
to� others

Propose� solutions�
that� others� see� as�
innovative�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4
문제해결을�위한�
해결방법을�빠르게�
개발한다.

Develop� solutions� fast�
for� problem-solving�

Quickly� develop�
solutions� to� problems�

-

35
새로운�작업이나�
프로젝트를�신속하게�
처리한다.

Deliver� new� tasks� or�
projects� swiftly�

Get� up� to� speed�
quickly� on� new� tasks�
or� project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36
새로운�기술과�지식을�
빠르고�쉽게�습득한다.�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fast� and�
easy

Acquire� new� skills�
and� knowledge�
rapidly� and� easily�

Ÿ Acquire는�
‘습득한다.’가�
적합하다고�판단하여�
번안본�유지

37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
잘�대응한다.�

React� to� unexpected�
problems

React�well� to�
unexpected� problems�

-

38
새로운�아이디어나�
개념을�쉽게�이해할�수�
있다.

Understand� new�
ideas� or� concepts�
easy

Readily� grasp� new�
ideas� or� concepts�

Ÿ 같은�의미로�
판단되어�번안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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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습민첩성�측정도구에�대한�안면타당도�검증�결과

구분 문항 수정안

피드백�추구

문항

1.�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상사에게�요청한다. 1.�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상사에게�요청한다.

2.�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대해�상사와�적절히�논의한다.� � 2.�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대해�상사와�적절히�논의한다.� �

3.�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동료에게�요청한다.� 3.�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동료에게�요청한다.�

4.�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남들에게�직접적으로�물어본다.
4.� 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다른�사람들에게�직접적으로�물

어본다.

5.�나의�실수에�대해�남들과�건설적으로�논의한다. 5.�나의�실수에�대해�다른�사람들과�건설적으로�논의한다.

의견
·� 4번,� 5번�문항은� ‘남들에게’를� ‘동료들’�혹은� ‘구성원들’�등�조직�내�구성원으로�한정하여�표현할�필요가�있음.�또는�조직에�한정된�의미가�아닐�경우에는� ‘다른�사람들’에게로�수

정하는�것이�적절함.

정보지향성

문항

6.�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정보를�찾는다.� 6.�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정보를�찾는다.�

7.�정보를�얻기�위해�잡지,�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지속적으로�읽는다. 7.�정보를�얻기�위해�잡지,�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지속적으로�읽는다.

8.�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을�통하여�나의�지식과�전문성을�함양한다.� 8.�나의�지식과�전문성을�함양하기�위하여�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에�참여한다.

9.�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활용한다.�

9.�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활용한다.�

10.�필요하다면�어려운�문제나�이슈라도�제기한다. 10.�필요하다면�어려운�문제나�이슈라도�제기한다.

의견

§ 8번� ‘지식과�전문성을�함양하기�위해�교육이나�훈련에�참여한다.‘�등으로�행동을�강조하는�문장으로�수정할�필요가�있음

§ 9번의� ‘업무절차를�평가’보다는� ‘업무�프로세스를�점검’으로�수정�검토가�필요함

§ 10번의�정보지향성을�측정하는�문항으로�적절한지�검토하여�제거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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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정안

성찰

문항

11.�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들의�인과에�대해�생각한다.� 11.�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들의�인과에�대해�생각한다.�

12.�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관점을�묻는다.� 12.�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관점을�묻는다.�

13.�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시간을�갖는다. 13.�업무를�더�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성찰의�시간을�갖는다.

14.�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수행에서�성찰을�위해�업무를�멈추기도�한다.� 14.�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수행에서�업무를�잠시�멈추고,�성찰을�한다.�

15.�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남들과�함께�직무와�연관된�일들을�비판적으로�
평가한다.

15.�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무와� 연관된� 일들을� 비판적�
관점으로�평가한다.

의견

§ 12번� ‘무엇’에�대해�묻는지가�기술될�필요가�있음.� (예:�나의�업무�수행방식에�대해)�

§ 13번�문항은�정확한�의미전달을�위해� ‘업무를�더욱�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성찰의’�으로�수정할�필요가�있음.

§ 14번�문항은�성찰한다는�행동을�강조하는�방향으로�수정이�필요함.�

§ 15번�문항은� ‘직무와�연관된�일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부분을�현업담당자들이�이해하기�쉽도록�수정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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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정안

실험성

문항

16.�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통해�학습한다. 16.�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통해�학습한다.

17.�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17.�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18.�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실험해�본다.� 18.�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실험해�본다.�

19.�성공을�보장할�수�없는�도전적인�과업에도�기꺼이�착수한다.� 19.�성공을�보장할�수�없는�도전적인�과업에도�기꺼이�착수한다.�

20.�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과제에�자원한다.� 20.�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과제에�자원한다.�

21.�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수행한다.� 21.�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수행한다.�

22.�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시도해�본다.� 22.�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시도해�본다.�

23.�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이의를�제기한다.� 23.�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이의를�제기한다.�

24.�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새로운�기술을�모색해본다.� 24.�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새로운�기술을�모색해본다.�

25.�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협력한다. 25.�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협력하고자�한다.

26.�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동료들과�협업한다. 26.�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동료들과�협업하고자�한다.�

27.�다른�사람들의�특별한�기술,�지식,�역량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 27.�다른�사람들의�특별한�기술,�지식,�역량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본다.�

28.�도움이�필요할�때�다른�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한다.� 28.�도움이�필요할�때�다른�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한다.�

의견

§ 다른�하위요인에�비해�문항이�많고,�모든�문항이�필요한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 25번-28번�문항은�실험성을�측정하는�방식으로�서술어를�수정할�필요가�있음.�

§ 실험성�요인이�일관성�있는�측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문장을�수정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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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정안

유연성

문항

29.�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선택지를�고려한다.� 29.�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선택지를�고려한다.�

30.�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직무로�전환한다. 30.�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작업으로�전환한다.

31.�상반되는�여러�관점들�사이에서�공통된�주제를�찾아낼�수�있다.� 31.�상반되는�여러�관점들�사이에서�공통된�주제를�찾아낼�수�있다.�

32.�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말한다.� 32.�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말한다.�

33.�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수�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33.�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수�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34.�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빠르게�개발한다. 34.�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빠르게�개발한다.

35.�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신속하게�처리한다. 35.�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신속하게�처리한다.

36.�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쉽게�습득한다.� 36.�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쉽게�습득한다.�

37.�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대응한다.� 37.�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대응한다.�

38.�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다. 38.�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다.

의견
§ 30번�문항은,�우리나라�기업에서�직무나�과업을�개인이�선택할�수�있는�경우가�거의�없으므로�오해�없도록�수정할�필요가�있음.

§ 30번�문항의� ‘직무’가� ‘job’이라면� ‘일’�또는� ‘작업’으로�수정�검토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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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예비조사�설문지

기업�근로자의�학습민첩성과�개인�및�직무변인의�관계에�있어�긍정적�

실책관리�문화의�조절효과에�관한�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업�근로자의�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과� 개인�및�직무변인의�관계에�있어�긍정적�실책

관리� 문화의� 조절효과』�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생� 김

미애입니다.�

� � 먼저�바쁘신�중에도�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 �질문지는�총� 6면(표지�제외)이며,�응답하는데�걸리는�소요시간은�약� 7분입니다.�조사결과는�통

계법�제� 33조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므�로�특정한�개인이나�기업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

며,�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활용될�것임을�약속드립니다.

� �또한,� 응답하지�않은�문항이�하나라도�있으면,� 그�설문지는�분석할�수�없으니�한�문항도�빠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자료가�될�것입니다.�

�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건승하길�기원합니다.�

2018년� 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교수:�이� � 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사수료:�김미애

[연구자�연락처]�서울대학교�대학원�농산업교육과�박사수료생�김미애

(HP:� 010-5558-7232,� e-mail:� pak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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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귀하가�회사에서�업무�또는�역할을�접했을�때,�업무나�역할을�수행하는�방법에�대하여�묻는�

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상사에게�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대해�상사와�적절히�논의한다.� � ① ② ③ ④ ⑤

3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동료에게�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남들에게�직접적으로�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실수에�대해�남들과�건설적으로�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정보를�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보를�얻기�위해�잡지,�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지속적으로�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8 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을�통하여�나의�지식과�전문성을�함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필요하다면�어려운�문제나�이슈라도�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들의�인과에�대해�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관점을�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시간을�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수행에서�성찰을�위해�업무를�멈추기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남들과�함께�직무와�연관된�일들을�비판적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통해�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실험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성공을�보장할�수�없는�도전적인�과업에도�기꺼이�착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과제에�자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시도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이의를�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새로운�기술을�모색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동료들과�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사람들의�특별한�기술,�지식,�역량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 214 -

Ⅱ.� 다음은�귀하의�개인특성에�대한�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

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식이나�어휘를�많이�아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상력이�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훌륭한�아이디어를�낼�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이해가�빠른�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려운�단어를�많이�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깊은�생각에�잠길�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아이디어로�가득�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추상적인�개념을�이해하기�어려울�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추상적인�관념에는�별�관심이�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상상력이�풍부하지�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귀하의�경력�다양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에게�가장�일치되

는�경력단계에�✔표를�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도움이�필요할�때�다른�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선택지를�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직무로�전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상반되는�여러�관점들�사이에서�공통된�주제를�찾아낼�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수�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빠르게�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신속하게�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쉽게�습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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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직업(파트타임�제외)을�가진�이후부터�지금까지�수행했던� 직군에�✔표를�해주십시오.

①�기획‧총무� � �②�인사‧교육� �③�재무‧회계� �④�구매‧자재� �⑤�영업‧마케팅� � � ⑥�연구개발
⑦�생산� � � �⑧�기술� � � � ⑨�안전/환경� � �⑩�서비스‧고객관리� � � �⑪�기타� (직접�작성:� � � � � � � � )

2
첫�직장(파트타임�제외)에�들어간�이후부터�지금까지�경험했던�산업분야에�✔표를�

해주십시오.(중복표시�가능)

①제조업 ②도매�및�소매업 ③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④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⑤운수업 ⑥건설업

⑦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금융�및�보험업

Ⅳ.� 다음은�귀하의�변화몰입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

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우리�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해서는�변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한�변화�방향이�나의�가치관과�상당히�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한�변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나에게�상당히�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변화를�위한� 나의� 노력은�우리� 회사의� 성장과�발전에� 중요하다
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회사의�변화를�위해�내가�반드시�해야�하는�것�이상의�노력을�할�용의가�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가�변화하지�않으면�모든�것이�더�잘�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귀하의�직무도전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

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하는�일은�변화무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다양한�일을�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 216 -

Ⅵ.� 다음은�귀하의�직무자율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

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7 나는�업무계획을�스스로�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앞으로�내가�어떤�업무를�수행해야�하는지�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내가�원할�때에�업무를�중단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나의�업무�수행에�관한�자율권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귀하의�직무부담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

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11 나에게는�주어진�시간�내에�완료해야�하는�긴박한�업무가�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다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쉴�틈�없이�업무를�처리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일상적으로�처리해야�되는�일들로�바쁘다.� ① ② ③ ④ ⑤

Ⅷ.�다음은�귀하가�속한�조직의�조직구성원들이�평소에�실책에�대해�개방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에�대하여�

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3 나의�업무는�도전적인�과제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업무는�여러�가지�방법으로�해결할�수�있는�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나의�업무수행에�사용할�시간의�양을�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어떤�일을�언제�마칠지�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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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다음은�귀하가�속한�조직의�조직변화의�강도와�범위에�관련된�정보�파악하기�위한�문항입니다.�각�항목

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1.�귀하가�속한�조직이�어느�정도�강도로�변화를�추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100점�만점)� ______점

조직변화란� 조직이�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개편,� 전략적� 인수합병,� 조직� 개편,�

직무�변경,�조직문화�개선�등을�통해�성과�향상�및�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경영활동을�의미합니다.

2.�귀하가�속한�조직이�추진하고�있는�변화에�해당하는�것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중복표시�가능)

� � � � � � � � � Ⅹ.� � 일반사항

다음은�귀하의�일반적인�상황에�대한�질문입니다.�

우리�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책이�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는데�매우�유용하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실책이�업무를�계속�수행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해준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를�익혀나가는데�실책을�통해�많은�것을�배울�수�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실책이�발생했을�때,�그�원인을�파악하기�위해�충분한�시간을�할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실책이�발생했을�때,�이를�해결할�방법에�대해�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실책을�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충분히�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실책이�발생하더라도�원래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스스로�실책을�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동료에게�도움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책이�발생했을�때,�실책에�대한�정보를�다른�구성원과�공유하여�재발을�방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새로운�정보기술�도입 ②�업무�프로세스�개선 ③�사업개편

④�전략적�인수합병 ⑤� �조직개편 ⑥�직무변경

⑦�조직문화�개선 ⑧�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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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성별은?�①�여성� � � � � � � � � � ②�남성

2.�귀하의�연령은?� (만)� ______세

3.�귀하의�최종�학력은?� � � �

①�전문대졸�이하� � � �②� 4년제�대졸� � � � ③�석사� � � �④�박사

4.�귀하의�직급은?� �

①�사원/주임급� � � �②�대리/선임급� � � �③�과장/책임급� � � �④�차장/수석급� � � �⑤�부장급�이상

5.�귀하의�대학�전공은?

①�상경계�②�사회과학계�③�인문계�④�공학계�⑤�자연계�⑥�예체능계�⑦�기타(� � � � � � � � � � )

7.�귀하가�현�회사에서�근무한�기간은?� (만)� ______년� ______개월

8.�귀하가�현재�직무를�전담한�기간은?� (만)� ______년� ______개월

9.�귀하가�담당하는�일은?�

①�기획‧총무� � �②�인사‧교육� �③�재무‧회계� �④�구매‧자재� �⑤�영업‧마케팅� � �⑥�연구개발
⑦�생산� � � � � � � ⑧�기술� � � � � � ⑨�안전/환경� �⑩�서비스‧고객관리� � � � � ⑪�기타� (직접�작성:� � � � � � � � � � � )

9．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지장의�규모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300명�미만 ②300명�이상~500명�미만 ③500명�이상~�1000명�미만

④1000명�이상~3000명�미만 ⑤3000명�이상

-� 끝까지�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

해당번호에�✓체크를�하시거나�정확한�내용을�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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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측정도구의�예비조사�및�본�조사�결과

1.�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측정구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학습민첩성

(α=� .962)

피드백추구

(α=� .766)

1 .570 .712

2 .561 .715

3 .571 .712

4 .540 .723

5 .440 .756

정보지향성

(α=� .851)

6 .700 .811

7 .679 .816

8 .620 .832

9 .702 .810

10 .614 .832

성찰

(α=� .792)

11 .533 .764

12 .604 .742

13 .677 .718

14 .437 .799

15 .622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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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구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학습민첩성

(α=� .962)

실험성

(α=� .928)

16 .701 .921

17 .677 .923

18 .697 .922

19 .752 .920

20 .669 .923

21 .811 .918

22 .669 .923

23 .598 .925

24 .622 .924

25 .630 .924

26 .744 .920

27 .715 .921

28 .539 .927

유연성

(α=� .925)

29 .586 .924

30 .570 .925

31 .793 .913

32 .717 .917

33 .715 .917

34 .774 .914

35 .757 .915

36 .704 .918

37 .764 .915

38 .76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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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측정구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학습민첩성

(α=� .971)

피드백추구

(α=� .886)

1 .751 .855

2 .707 .866

3 .740 .858

4 .745 .857

5 .682 .871

정보지향성

(α=� .863)

6 .714 .828

7 .705 .829

8 .664 .840

9 .725 .825

10 .612 .852

성찰

(α=� .858)

11 .679 .827

12 .660 .832

13 .716 .817

14 .648 .836

15 .668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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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구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학습민첩성

(α=� .971)

실험성

(α=� .946)

16 .742 .942

17 .766 .941

18 .711 .942

19 .773 .941

20 .732 .942

21 .784 .940

22 .723 .942

23 .686 .943

24 .772 .941

25 .742 .942

26 .790 .940

27 .778 .940

28 .582 .946

유연성

(α=� .939)

29 .668 .937

30 .653 .938

31 .773 .932

32 .747 .933

33 .770 .932

34 .779 .932

35 .807 .930

36 .780 .932

37 .774 .932

38 .790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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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개방성�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경험개방성

(α=� .812)

1 .551 .788

2 .492 .795

3 .662 .774

4 .654 .773

5 .268 .819

6 .426 .805

7 .628 .777

8 .529 .791

9 .387 .809

*음영표시는�문항제거�시,�해당�영역�측정도구의�신뢰도가�증가하는�문항임.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경험개방성

(α=� .891)

1 .652 .879

2 .663 .878

3 .701 .875

4 .689 .875

5 .618 .881

6 .595 .883

7 .713 .873

8 .630 .880

9 .587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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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몰입�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변화몰입

(α=� .759)

1 .569 .706

2 .361 .761

3 .571 .706

4 .575 .702

5 .519 .718

6 .420 .745

*음영표시는�문항제거�시,�해당�영역�측정도구의�신뢰도가�증가하는�문항임.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변화몰입

(α=� .876)

1 .699 .852

2 .584 .870

3 .729 .847

4 .732 .845

5 .706 .850

6 .639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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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도전성�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도전성

(α=� .778)

1 .625 .702

2 .615 .712

3 .547 .743

4 .552 .740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도전성

(α=� .887)

1 .759 .853

2 .729 .864

3 .807 .833

4 .721 .866

5.� 직무자율성�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자율성

(α=� .860)

1 .688 .829

2 .712 .825

3 .634 .839

4 .628 .840

5 .677 .831

6 .563 .851



- 226 -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자율성

(α=� .864)

1 .665 .841

2 .708 .833

3 .617 .849

4 .688 .837

5 .628 .848

6 .655 .842

6.� 직무부담�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부담

(α=� .812)

1 .657 .753

2 .713 .689

3 .628 .779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직무부담

(α=� .832)

1 .641 .816

2 .742 .717

3 .695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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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긍정적�실책관리�문화�측정도구

❑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α=� .907)

1 .638 .899

2 .631 .900

3 .699 .895

4 .636 .900

5 .710 .894

6 .788 .888

7 .621 .900

8 .707 .894

9 .711 .894

❑ 본 조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정된�항목-전체�상관계수 문항제거�시�신뢰도�계수

긍정적�

실책관리�

문화

(α=� .946)

1 .798 .939

2 .807 .939

3 .765 .941

4 .776 .940

5 .781 .940

6 .757 .941

7 .797 .939

8 .815 .938

9 .802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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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본�조사�설문지

기업�근로자의�학습민첩성과�개인�및�직무변인의�관계에�있어�긍정적�

실책관리�문화의�조절효과에�관한�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업�근로자의�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과� 개인�및�직무변인의�관계에�있어�긍정적�실책

관리� 문화의� 조절효과』�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생� 김

미애입니다.�

� � 먼저�바쁘신�중에도�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 �질문지는�총� 6면(표지�제외)이며,�응답하는데�걸리는�소요시간은�약� 7분입니다.�조사결과는�통

계법�제� 33조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므�로�특정한�개인이나�기업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

며,�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활용될�것임을�약속드립니다.

� �또한,� 응답하지�않은�문항이�하나라도�있으면,� 그�설문지는�분석할�수�없으니�한�문항도�빠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자료가�될�것입니다.�

�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건승하길�기원합니다.�

2018년� 4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교수:�이� � 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사수료:�김미애

[연구자�연락처]�서울대학교�대학원�농산업교육과�박사수료생�김미애

(HP:� 010-5558-7232,� e-mail:� pak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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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귀하가�회사에서�업무�또는�역할을�접했을�때,�업무나�역할을�수행하는�방법에�대하여�묻는�

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상사에게�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직�내에서�나의�미래�가능성에�대해�상사와�적절히�논의한다.� � ① ② ③ ④ ⑤

3 나의�성과에�대한�피드백을�동료에게�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성과를�개선할�수�있는�방법에�대한�생각을�남들에게�직접적으로�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실수에�대해�남들과�건설적으로�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직무분야와�관련된�새로운�정보를�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보를�얻기�위해�잡지,�신문기사,�서적�및�다른�자료들을�지속적으로�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8 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을�통하여�나의�지식과�전문성을�함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지식을�향상시키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고,�업무절차를�평가하여�
향후�직무�수행에�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필요하다면�어려운�문제나�이슈라도�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행동이나�최근�발생한�일들의�인과에�대해�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그들의�관점을�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더�효과적인�방법을�위한�성찰의�시간을�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무�수행단계나�프로젝트�수행에서�업무를�잠시�멈추고�성찰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어난�일을�이해하기�위해�남들과�함께�직무와�연관된�일들을�비판적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과감하게�실행하고,�시행착오를�통해�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결과가�불확실하더라도�위험을�포용하고�직무를�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실험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성공을�보장할�수�없는�도전적인�과업에도�기꺼이�착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실패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나�과제에�자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역할이나�도전적�과제를�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시도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수가�동의하는�의견이나�아이디어라도�틀렸다�생각되면�이의를�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법과�새로운�기술을�모색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조직의�다른�부서�사람들과�협력하고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양한�관점을�공유하기�위해�다른�배경과�직무를�가진�동료들과�협업하고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사람들의�특별한�기술,�지식,�역량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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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귀하의�개인특성에�대한�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

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식이나�어휘를�많이�아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상력이�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훌륭한�아이디어를�낼�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이해가�빠른�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준�높은�단어를�많이�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깊은�생각에�잠길�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아이디어로�가득�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추상적인�개념을�이해하기�어려울�때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추상적인�관념에는�별�관심이�없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귀하의�경력�다양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에게�가장�일치되

는�경력단계에�✔표를�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도움이�필요할�때�다른�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실행하기�전에�다른�많은�선택지를�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필요할�경우,�다른�과업이나�직무로�전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상반되는�여러�관점들�사이에서�공통된�주제를�찾아낼�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필요할�경우�외견상�경쟁적인�아이디어나�관점도�분명히�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남들에게�혁신적이라고�보일�수�있는�해결방법을�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법을�빠르게�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새로운�작업이나�프로젝트를�신속하게�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새로운�기술과�지식을�빠르고�쉽게�습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예상하지�못한�문제에도�잘�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새로운�아이디어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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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직업(파트타임�제외)을�가진�이후부터�지금까지�수행했던� 직군에�✔표를�해주십시오.

①기획� ②총무� ③인사� ④교육� ⑤재무� ⑥회계� ⑦구매� ⑧자재� ⑨영업� ⑩‧마케팅� ⑪연구개발� ⑫생산� �

⑬기술�⑭안전�⑮환경�⑯서비스�⑰고객관리�⑱기타� (직접�작성:� � � � � � � � )

2
첫�직장(파트타임�제외)에�들어간�이후부터�지금까지�경험했던�산업분야에�✔표를�

해주십시오.(중복표시�가능)

①제조업 ②도매�및�소매업 ③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④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⑤운수업 ⑥건설업

⑦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금융�및�보험업

Ⅳ.� 다음은�귀하의�변화몰입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

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우리�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해서는�변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한�변화�방향이�나의�가치관과�상당히�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회사가�경쟁력을�얻기�위한�변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나에게�상당히�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변화를�위한� 나의� 노력은�우리� 회사의� 성장과�발전에� 중요하다
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회사의�변화를�위해�내가�반드시�해야�하는�것�이상의�노력을�할�용의가�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가�변화하지�않으면�모든�것이�더�잘�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귀하의�직무도전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

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하는�일은�변화무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다양한�일을�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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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귀하의�직무자율성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

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7 나는�업무계획을�스스로�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앞으로�내가�어떤�업무를�수행해야�하는지�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내가�원할�때에�업무를�중단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나의�업무�수행에�관한�자율권을�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귀하의�직무부담에�대하여�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

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11 나에게는�주어진�시간�내에�완료해야�하는�긴박한�업무가�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다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쉴�틈�없이�업무를�처리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일상적으로�처리해야�되는�일들로�바쁘다.� ① ② ③ ④ ⑤

Ⅷ.�다음은�귀하가�속한�조직의�조직구성원들이�평소에�실책에�대해�개방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에�대하여�

묻는�문항입니다.�각�항목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3 나의�업무는�도전적인�과제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업무는�여러�가지�방법으로�해결할�수�있는�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나의�업무수행에�사용할�시간의�양을�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어떤�일을�언제�마칠지�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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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다음은�귀하가�속한�조직의�조직변화의�강도와�범위에�관련된�정보�파악하기�위한�문항입니다.�각�항목

을�잘�읽으시고�귀하의�생각과�가장�일치되는�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1.�귀하가�속한�조직이�어느�정도�강도로�변화를�추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100점�만점)� ______점

조직변화란� 조직이�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개편,� 전략적� 인수합병,� 조직� 개편,�

직무�변경,�조직문화�개선�등을�통해�성과�향상�및�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경영활동을�의미합니다.

2.�귀하가�속한�조직이�추진하고�있는�변화에�해당하는�것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중복표시�가능)

� � � � � � � � � Ⅹ.� � 일반사항

우리�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책이�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는데�매우�유용하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실책이�업무를�계속�수행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해준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를�익혀나가는데�실책을�통해�많은�것을�배울�수�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실책이�발생했을�때,�그�원인을�파악하기�위해�충분한�시간을�할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실책이�발생했을�때,�이를�해결할�방법에�대해�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실책을�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충분히�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실책이�발생하더라도�원래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스스로�실책을�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동료에게�도움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책이�발생했을�때,�실책에�대한�정보를�다른�구성원과�공유하여�재발을�방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새로운�정보기술�도입 ②�업무�프로세스�개선 ③�사업개편

④�전략적�인수합병 ⑤� �조직개편 ⑥�직무변경

⑦�조직문화�개선 ⑧�기타

다음은�귀하의�일반적인�상황에�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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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성별은?�①�여성� � � � � � � � � � ②�남성

2.�귀하의�연령은?� (만)� ______세

3.�귀하의�최종�학력은?� � � �

①�전문대졸�이하� � � �②� 4년제�대졸� � � � ③�석사� � � �④�박사

4.�귀하의�직급은?� �

①�사원� � � � ②�대리� � � �③�과장� � � �④�차장� � � � ⑤�부장급�이상

5.�귀하의�대학�전공은?

①�상경계�②�사회과학계�③�인문계�④�공학계�⑤�자연계�⑥�예체능계�⑦�기타(� � � � � � � � � � )

7.�귀하가�현�회사에서�근무한�기간은?� (만)� ______년� ______개월

8.�귀하가�현재�직무를�전담한�기간은?� (만)� ______년� ______개월

9.�귀하가�담당하는�일은?�

①기획�②총무�③인사�④교육�⑤재무�⑥회계�⑦구매�⑧자재�⑨영업�⑩마케팅�⑪연구개발�⑫생산� �

⑬기술�⑭안전�⑮환경�⑯서비스�⑰고객관리�⑱기타� (직접�작성:� � � � � � � � )

9．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지장의�규모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300명�미만 ②300명�이상~500명�미만 ③500명�이상~�1000명�미만

④1000명�이상~3000명�미만 ⑤3000명�이상

-� 끝까지�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

해당번호에�✓체크를�하시거나�정확한�내용을�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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