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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과 극단적인 성과 지향주의

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구체적 재무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는

사기업은 물론, 공익성을 근간으로 제반 재화와 용역을 제

공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조차도 과거와 다

른 엄격한 잣대로 성과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는 2000년 이후 공조직에 대한 혁

신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위 BSC(Balanced Scorecard) 모

형을 축으로 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정착에 상당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공기업 혁신평가의 경우 비전과 전략, 혁신리더십, 혁신제

도화,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등 5개 차원의 틀 내에서 각 세

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평가하게 되는데[1], 혁신역량의 경우

BSC 모형의 ‘학습과 성장’ 관점을 수용하여 ‘학습활동 및 구

성원 역량개발’을 공식적인 세부측정항목의 하나로 제도화

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육성 → 학습과 성장 → 혁신 →

고객만족 → 재무적 성과’라는 일련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표

방하는 BSC 모형의 논리적 틀[2]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마케팅 관점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주로 사기업

을 대상으로 하여 활발한 연구가 전개된 ‘시장지향성’과 ‘학

습지향성’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은 특정조직의 제도나 문화

가 시장지향적이고 학습지향적일수록 기업의 성과가 그만큼

높아지며, 경쟁 및 기술 등의 환경요인이 기업성과에 대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공익성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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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환경격변성은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조절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철도조직이 지닌 제반 공기업적 특성이 환경요인과 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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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개념을 공기업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

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공기업

의 운영 및 성과창출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할 수 있겠다.

1.2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지향성과 함께 학습지향성을 중심개

념으로 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근자엔 호텔산업, 외식업 및

항공산업 등 서비스 부문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나, 공

기업적 특성을 지닌 철도조직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배경에 토대해 철도공기업 4개

조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해 탐색적으

로 고찰해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첫째, 연구자들에 의해 ‘시장지향성’의 선행요인으로서 논

의되고 있는 ‘학습지향성’이 철도공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둘째, 철도공기업의 ‘환경격변성’ 차원이 ‘학습지향성’과 기

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부차적인 목적으로 공기업 혁신평가 세부측

정항목의 하나인 ‘학습활동 및 구성원 역량개발’이 의미가

있는 지표인지의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3 연구범위 및 방법

앞에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결과들을 참

조하여 환경격변성과 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을 인과관계 모

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철도공기업 4개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통계소프트웨어는 SPSS 14.0이었고, 표

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주요 설문

문항들에 대해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신뢰도분석(reli-

ability test),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등을 활용

하였다.

2. 선행 연구

2.1 공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난 1980년 대 이후 사기업 영역(private sector)과 공기

업 영역(public sector) 간의 경계가 완화되면서 사기업의 보

편적 경영논리가 공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철저히 영리

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

해야 하는 공기업의 사명(mission), 그리고 고객(customer)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사기업과 달리 수많은

이해당사자(interest group)와의 관계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 특유의 상황[3]은 차별적인 조직구조

와 조직문화의 형성을 수반케 한다.

공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조직문화적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이미 많은 조직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조직문화

는 조직 현상에 대한 보다 깊고 충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고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 유효한 관리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

이다[4].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도

출해낸 연구로서는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유형

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

구와 달리 위계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5], 행정조직과 기업조직에 대한 조직문화의 차

별적 영향력을 밝힌 연구[6],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룻소

(Rousseau)의 문화모형을 적용하여 사기업과의 차이 및 조

직 내부 주요 직군간 갈등을 분석한 연구[7] 등이 있다.

그 밖에 전략이론의 관점에서 공조직의 특유 환경, 조직

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조직의 내적 구조와 과정의 차별성

을 들어 공조직의 독자적 전략기획기법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8], 그리고 공조직의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에서 공조직의 관료조직적 성격, 즉 수직기능적 특성으로 인

해 수평전사적 경영의 영위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 연구[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사기업과의 비교적 관점에 입각해 궁극적

으로 공기업 특유의 환경요인과 사명이 문화, 조직구조와

과정, 제도 등 제반 국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차별적인 특

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다.

2.2 학습지향성과 환경격변성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지난 1990년대 전세계적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개념적, 실증적 연구

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시장지향성’ 관련 연구들은 시장지

향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인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환경

요인, 특히 ‘환경격변성’(environmental turbulence)이 ‘시장

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연구범위가 확장되면서 ‘시장지향성’ 이외에 ‘학습지향

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조직

내에 시장 및 기업외적 관련환경을 학습하려고 하는 전사적

인 문화가 조성되어야만 경쟁우위 확보에 필요한 기업전략

실행력 증대를 위한 학습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 즉 ‘학습

지향성’이 기업성과 개선에 필요한 행동변화를 용이하게 해

주는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들에 따

르면 조직이 성장과 더불어 조직운영의 연륜이 축적됨에 따

라 자신의 시장을 이해하려는 성향, 즉 ‘학습지향성’을 가지

게 되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조직의 행동규범 체계가 형

성되는데, 이 때 조직이 학습에 대해 부여하는 근본 가치가

‘학습지향성’의 핵심을 이루면서 조직의 학습 문화 촉진의

정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10] 기존의 사고방식, 논리, 가

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체계로 개념화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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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향성’ 개념 역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다(Table 1).

한편 기업환경은 기업에 있어서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는 주

요 요인으로 기업의 성과는 이 같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환경요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틀이 제시된 가운데(Table 1), ‘환경격변성

’(environmental turbulence) 차원이 조직의 학습에 대한 가치

형성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환경격변성’에 대

한 구성원의 지각이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조

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절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수행된 ‘학습지향성’과 환경요인간의 상

호작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이 지금까지 비교적 희소한 가

운데(Table 1), 환경과 ‘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해외연구물의 경우 사기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향성’과 ‘환경격변성’의 세 차

원을 망라한 상호작용 검증은 시도되지 않았으며, 국내연구 또

한 호텔업 등 사기업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습지

향성’과 ‘환경격변성’의 세 차원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인 철도조직을 대상으로 ‘

환경격변성’과 ‘학습지향성’의 세 하위변수들을 모두 활용하

여 ‘환경격변성’과 ‘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을 탐색적으로 검

증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공기업적 특성을 지

닌 철도조직을 대상으로 1)학습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환경격변성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지니는 조

절역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따

라서 양적 연구의 보편적 방법론인 가설설정과 검증방식이

가져다주는 제약을 피하기 위해[29] 가설은 세우지 않기로

Table 1 Major Researches on Learning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Turbulence

연구차원 주요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및 본 연구와의 관련성

학습

지향성

Sinkula(1994) 시장정보처리와 조직학습
조직학습의 이론적 접근을 통

한 12가지 명제의 제시

조직 연륜이 증대될수록 시장정보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학습지향성’을 지님  

Hult(1998)[12]
시장지향적 조직학습으로서의

해외 소싱전략

포츈 선정 500대 다국적 배송

업체 국내외 구매담당 경영관

리자 415명

전략적 소싱에서 조직학습과정 및 ‘학습지향성’의 

중요성 확인

Hult & Ferrel

(1997)[13]

해외 구매의 조직학습역량 측

정

포츈 선정 500대 ‘학습조직’

국내외 구매담당자 363명

조직학습역량의 4가지 차원(‘학습지향성’, 시스템

지향성, 기록지향성 및 팀 지향성)의 확인 

Sinkula, Baker 

& Noordewier

(1997)[14]

시장지향적 조직학습: 가치, 지

식, 행위의 연계

미국 제조업 77개,

서비스업 48개

설문조사

-학습몰입(commitment to learning), 자유사고(open-

mindedness) 및 비전공유(shared vision)를 ‘학습지

향성’ 구성변수로 활용

-‘학습지향성’은 시장정보처리활동과 조직행동을 통

제하는 규범에 대한 지속적 탐구 촉진요인

Slater & Narver 

(1995)[15]
시장지향성과 학습조직 문헌연구

조직학습의 유형과 과정을 밝히고, ‘학습지향성’은 

고차원적 학습의 유발 요인

박진영
(2006)[16]

학습지향성 및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

경주지역 1급 호텔  종사자

242명

‘학습지향성’과 직무만족/조직몰입 간의 긍정적 관

계 검증

Roger, Cavusgil 

& Zhao(2002) 

[17]

학습지향성, 혁신역량, 성과와

의 관계

미국 187개의 제조 및 서비스

업체 R&D 담당임원 설문

학습몰입(commitment to learning), 자유사고(open-

mindedness) 및 비전공유(shared vision)를 ‘학습지

향성’ 구성변수로 활용 

환경

요인

Haleblian &

Finkelstein

(1993)[18]

환경격변성의 조절효과 
컴퓨터 분야 26개 기업과 천

연가스 유통분야 21개 기업

‘환경격변성’이 경영진의 정보처리 필요성에 영향

을 줌으로써 조직성과를 조절

홍윤식
(2003)[19]

시장지향성과 혁신적 기술지향

성이 신제품 성과에 미치는 영향

141개 기업 마케팅 및 R&D

담당자

시장지향성과 성과변수간 조절변수로 ‘환경격변성

’을 활용

Jaworski & 

Kohli(1993)[20]

‘시장지향성’의 선행요인 및 후

행요인 탐색

미국 MSI 회원사 및 매출

1000대 기업의 사업부 고위임

원 222명과 마케팅협회 회원

사 소속 하위직 230명에 대한

설문조사 

-‘환경격변성’ 개념을 시장지향성과 기업 성과 간

의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활용

-1)시장격변성(market turbulence), 2)경쟁강도

(competitive intensity), 3)기술격변성(technological

turbulence)의 하위변수 활용

Davis, Morris & 

Allen(1991)[21]

지각된 환경격변성과 창업가정

신 및 마케팅의 관계

6개 산업의 경영자 93명과의

인터뷰
‘환경격변성’이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줌  

Yang(연도미상)

[22]
지식경영전략과 조직성과

중국 상해 첨단기술 기업 190

업체 설문 
‘환경격변성’과 ‘기술격변성’이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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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Model for the study

3.2 표본의 구성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09년 5월~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철

도관련 주요 공기업(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되, 특정조직과

특정 직군에의 쏠림을 방지하고 가급적 다양한 구성원이 분

포되도록 유의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635부의 설문지 중 616부의 유효설문을 통

계처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구성개념(construct)들은 이

전의 관련연구에서 검증된 다항목척도(multi-item scales)를

활용하되, 해당 항목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리커

 

Table 1 Continued

연구차원 주요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및 본 연구와의 관련성

학습

지향성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Farrell(1999)[23]
‘학습지향성’의 선행요인 및 후

행요인 탐색

미국 2천대 기업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유효설문 268부)

‘환경격변성’의 세 차원 중 ‘시장격변성’이 통합단

일변수인 ‘학습지향성’과 종속변수(조직혁신) 사이

를 유의하게 조절

Hanvanich, 

Sivakumar & 

Hult(2006)[24]

‘학습지향성’과 성과: ‘환경격변

성’의 조절효과

미국 공급관리 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 ‘환경격변성’의 세부변수로 ‘시장격변성’과 ‘기술

격변성’을, ‘학습지향성’은 통합단일변수로 활용 

- ‘기술격변성’ 변수만이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간

의 관계를 의미 있게 조절함

김성혁·이관표
(2005)[25]

‘환경불확실성’과 ‘학습지향성’

의 관계 검증

서울시내 특1급 15개 호텔 종

사자 75명 설문조사

- ‘동태성’, ‘복잡성’, ‘풍부성’을 통합하여 ‘환경불확

실성’의 단일변수로, 학습몰입, 자유사고 및 비전공

유의 세부변수를 ‘학습지향성’으로 활용하여 독립

경영방식과 체인경영방식간 학습지향성의 세 차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

이관표·박형권
(2006)[26]

환경불확실성, 학습지향성, 조

직성과의 구조적 인과관계 탐색

호텔기업 종사자 534명 설문

조사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 도출

김강호(2008)

[27]

기술적 환경불확실성에 따른 개

인 및 조직 학습지향성 부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분야 61개 기업 종사

자 352명 설문조사

- Jaworski & Kohli(1993)의 ‘환경격변성’ 중 ‘기술격

변성’ 변수가 통합단일변수인 개인학습지향성 및 조

직학습지향성의 부합정도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끼침

김강호·나승일
(2008)[28]

학습지향성, 학습행동, 학습성

과의 인과관계

중소기업청 100PPM 인증 중

소기업 381개 대상 설문조사

단일변수인 ‘환경불확실성’이 ‘학습지향성’의 세 차

원과 성과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기관별 빈도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공항철도

198
246
118
54

급별 빈도(합계)

차부장
이상

1급
2급
3급

1
12
136

149

과장/대리/
주임급

4급
5급
6급

143
117
112

372

사원급
7급
8급
9급

43
28
5

76

무응답 19

직군/직종별 빈도(합계)

사무 사무 111

영업
운수 42

130
영업 88

운전 운전 102

기술

차량 52

268

차량기계 8

차량전기 8

차량전자 6

기계 2

설비 12

신호 25

통신 14

전기 49

전자 20

토목 25

철도토목 14

건축 10

기타 23

무응답 5

합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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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항목들의

응답에 대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factor)을 실시하

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1)(Table 3 참조). 본 연구에 활용된 각 변

수별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목은 다

음과 같다. 

1) 요인분석은 공통성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주성분분석과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방식을 따랐는데 요인적재값의 cut rate는

0.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도출하여 타당성 검증에 참고하였고, 문항의 신뢰도 판별을 위한 Cronbach's

Alpha Test에선 모두 0.7~0.9 사이의 비교적 양호한 값이 나왔다.

Table 3 The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설문 문항

학습지향성

요인1

(학습몰입)

요인2

(비전공유)

요인3

(자유사고)

우리 본부의 학습능력이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방법임을 관리자들도 동의한다. .720 .285 .280

학습은 우리 본부의 업무향상을 위한 근본적 가치관으로서 인식된다. .799 .298 .254

종업원 학습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768 .274 .232

조직내 학습은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인식된다. .827 .237 .187

학습을 그만두면 기업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738 .250 .151

우리 본부의 현재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설정이 명확하다. .332 .644 .339

모든 직급, 직무, 부서 등에 걸쳐 본부의 비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다. .321 .766 .194

부서내 모든 직원들은 본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념한다. .251 .760 .267

부서내 모든 직원들은 본부의 방향설정에 있어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 .329 .771 .243

임원들은 조직내 최하 말단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16 .709 .198

사업방식에 관해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통의견으로 반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59 .447 .604

부서 내에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184 .123 .769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71 .370 .669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가치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96 .255 .741

KMO와 Bartlett 검정값 .939 (유의도=.000)

총분산(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8.659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899 .883 .805

설문 문항

환경격변성

요인1

(경쟁 강도)

요인2

(기술격변성)

요인3

(시장격변성)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836 .188 .096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는 소위 “판촉전쟁”을 방불케 한다. .830 .166 .221

우리 기업은 거의 매일 경쟁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적 조치에 관해 전해 듣는다. .739 .240 .149

우리 기업의 경쟁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522 .202 .180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 기술적 변화는 큰 기회들을 제공한다. .141 .767 .143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는 향후 2~3년후 기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272 .639 .131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의 기술혁신으로 수많은 신제품 아이디어들이 가능해진다. .256 .766 .060

우리 업종에서는 고객들의 제품선호도가 매우 빠르게 변한다. .192 .492 .597

우리 고객들은 항상 늘 새로운 제품을 찾는다. .221 .475 .606

우리 회사에서는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목격된다. .184 -.088 .733

새로운 고개들은 제품과 관련하여 기존고객들과는 다른 욕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133 .206 .802

KMO와 Bartlett 검정값 .823 (유의도=.000)

총분산(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2.021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790 .727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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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학습지향성에 대한 측정

학습지향성은 Sinkula 등의 연구[14]에서 제시된 학습몰입

(commitment to learning: 학습을 조직의 생존과 경쟁우위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독려하는 조직내의

전반적인 가치체계) 관련 5문항, 비전공유(shared vision: 조

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헌신) 관련 5문항 및 자유사고

(open-mindedness: 구성원들의 독창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장

려하고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조직풍토)를 묻는 4문항 등

총 14문항을 채택하였다. 

3.3.2 환경격변성에 대한 측정

환경격변성은 Jaworski와 Kohli의 연구[20]에서 활용된 경

쟁강도(Competitive Intensity)를 묻는 4문항, 기술격변성

(Technological Turbulence)을 묻는 3문항 및 시장격변성

(Market Turbulence)을 묻는 4문항 등 총 11문항을 채택하

였다.

3.3.3 기업성과에 대한 측정

기업성과란 “최대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자사가 시

장에서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선점한 정도”라고 정의내린

Narver & Slater[30]의 관점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기

업성과는 Narver와 Slater의 연구[30] 및 Narver 등의 연구

[31]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 중 서비스 산업을 측정하

기 위한 3가지 항목만을 선정하였으며, 각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토대한 당해조직의 성과를 물었다.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

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결과 추출

된 학습지향성 및 환경격변성의 각 3가지 하위변수문항 및

기업성과문항의 총합척도(각 요인별 관련문항들의 단순평균

값)를 토대로 상관관계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기서 학습지향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요인적재값을 이용한 모

형의 검증에서는 VIF값이 모두 1.4 이내여서 세부변수간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었다. 

4. 연구 결과

4.1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

학습지향성을 구성하는 학습몰입, 비전공유 및 자유사고

등 3가지 세부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단순회귀분석을 행한 결과 기업성과에 학습지향성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먼저 F값이 88.150(p<0.01)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회귀방정식이 기업성과를 설명

하는 분산비율은 30.5%(그리고 3가지 세부요인의 상관계수

는 각각 30.9%, 30.9%, 33.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밖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5% 수준의 분

산비율은 사회과학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

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철도공기업의 경우 학

Table 3 Continued

설문 문항 기업 성과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기업성과가 더 좋다. .725

주요 경쟁사들 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기업성과가 더 낫다. .853

주요 경쟁사들 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국가고객만족도가 높다. .842

KMO와 Bartlett 검정값 .651 (유의도=.000)

총분산(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5.427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735

Table 4 Correlationship among major variables

학습1

(학습몰입)

학습2

(비전공유)

학습3

(자유사고)

환경1

(경쟁강도)

환경2

(기술격변)

환경3

(시장격변)
기업성과

학습1(학습몰입) 1 .673(**) .612(**) .345(**) .373(**) .365(**) .463(**)

학습2(비전공유) 1 .688(**) .330(**) .353(**) .355(**) .484(**)

학습3(자유사고) 1 .374(**) .451(**) .383(**) .508(**)

환경1(경쟁강도) 1 .502(**) .500(**) .408(**)

환경2(기술격변) 1 .485(**) .371(**)

환경3(시장격변) 1 .379(**)

기업 성과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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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2 환경격변성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환경격변성이

조절하는지 여부, 즉 환경격변성과 학습지향성 변수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계층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회귀식에 변수

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

수를 독립변수와 결합한 항목으로 추가했을 때 수정된 R²

값이 0과 유의하게 다르다면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32].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직종과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

들 두 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

수인 학습지향성의 3가지 세부변수(학습몰입, 비전공유 및

Table 5 Simple regression (N=616)

모형 척  도 R2 (수정R2) F (유의도)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t Sig.

1

(상수)
.305

(.302)

88.150

(.000)
4.597 .032 .974

[학습지향성]

1.학습몰입

2.비전공유

3.자유사고

.309

.309

.339

.308

.308

.338

9.071

9.074

9.958

.000

.000

.000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N=616)

종속변수: 기업성과

투입순서 표준화계수(β) 수정 Change F(Sig.)

학습

지향성

1
직  종

연  령

.078(.056)

.167(.000)
.029 .032 9.822(.000)

2

직  종

연  령

① 학습몰입 (학습지향성1)

② 비전공유 (학습지향성2)

③ 자유사고 (학습지향성3)

.019(.577)

.109(.002)

.310(.000)

.315(.000)

.336(.000)

.323 .297 57.133(.000)

3

직  종

연  령

① 학습몰입 (학습지향성1)

② 비전공유 (학습지향성2)

③ 자유사고 (학습지향성3)

④ 경쟁강도 (환경격변성1)

⑤ 기술격변 (환경격변성2)

⑥ 시장격변 (환경격변성3)

.012(.709)

.074(.027)

.237(.000)

.255(.000)

.251(.000)

.189(.000)

.141(.000)

.109(.001)

.370 .049 44.033(.000)

4

직  종

연  령

① 학습몰입 (학습지향성1)

② 비전공유 (학습지향성2)

③ 자유사고 (학습지향성3)

④ 경쟁강도 (환경격변성1)

⑤ 기술격변 (환경격변성2)

⑥ 시장격변 (환경격변성3)

① 학습몰입 × ④ 경쟁강도

① 학습몰입 × ⑤ 기술격변

① 학습몰입 × ⑥ 시장격변

② 비전공유 × ④ 경쟁강도

② 비전공유 × ⑤ 기술격변

② 비전공유 × ⑤ 시장격변

③ 자유사고 × ④ 경쟁강도

③ 자유사고 × ⑤ 기술격변

③ 자유사고 × ⑥ 시장격변

.018(.586)

.076(.023)

.252(.000)

.276(.000)

.240(.000)

.179(.000)

.139(.000)

.091(.009)

.109(.001)

-.035(.292)

.067(.049)

.001(.975)

.018(.598)

-.014(.673)

-.103(.002)

.002(.951)

.001(.970)

.392 .031 23.2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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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고)를 투입한 다음, 3단계에서 조절변수인 환경격변

성의 3가지 세부변수(경쟁강도, 기술격변성 및 환경격변성)

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수정 R2이 미약하나마 증가하였고

(4.9%) 학습지향성과 환경격변성의 모든 세부변수들이 통계

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환경격변성이 전반적으로 학습지

향성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4단계에서 환경격변성의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지향성과 환경격변성의 각

세부변수들을 1:1로 결합하여 9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

과, 수정 R2이 3.1% 증가한 가운데 ‘학습몰입×경쟁강도’(β=

.109, 유의도=.001)와 ‘학습몰입×시장격변성’(β=.067, 유의도

=.049)은 정(+)의 조절효과를, ‘자유사고×경쟁강도’(β=-.103,

유의도=.002)는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강도’와 ‘시장격변성’이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역

할을, 그리고 ‘경쟁강도’는 ‘자유사고’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5. 결 론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에서 환경격변성이 지니는 조절효과를 살펴본 지금까지의 통

계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겠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개 철도공기업의 경우 ‘학

습지향성’(학습몰입, 비전공유 및 자유사고)은 기업성과에 유

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Nonaka[33]의 주장대로 조직의 성

과창출과 경쟁우위확보를 위해서는 학습지향성, 즉 조직 내

에 시장 및 기업외적 관련환경을 학습하려고 하는 전사적인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바로 이 같은 학습지향성이 기업

성과 개선에 필요한 행동변화를 용이케 해주는 중요한 토대

가 된다는 것은 극히 자명하다. 철도공기업 구성원들 역시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 같은

인과성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환경격변성’은 전체 9가지 상호작용항 중 3가지 차

원에서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Moderating effects among variables

먼저 ‘경쟁강도’와 ‘시장격변성’이 ‘학습몰입’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의 혁신드라이브에 따른 차

별적 성과관리로 인해 철도공기업들도 적극적인 수익사업개

발과 고객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

을 뿐만 아니라(경쟁강도),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민원에 대

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시장격변

성)에서도 구성원들의 ‘학습몰입’은 경쟁우위확보와 효과적

민원대응을 위한 필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

쟁강도’는 ‘자유사고’를 저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서의 공조직 관련 선행연구처럼[7, 9] 공조직 특유의 수직

구조적 관료제적 특성(수평전사적 통합의 제약, 단기적가시

적 성과지향, 심화된 직군간 갈등) 및 변화위협에 대한 구

성원의 경직된 심리적 반응으로 인해[34] 경쟁 환경에서 요

구되는 학습지향적 ‘자유사고’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지향성’의 한 축인 ‘비

전공유’의 경우 아무런 유의관계를 보이지 못한 이유도 수

평전사적 통합의 제약과 직군간 갈등 등 공조직 특유의 관

료제적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바로 이 점이 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나는 부분이

다. 그리고 ‘환경격변성’의 나머지 차원인 ‘기술격변성’은 ‘학

습지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철도분야의 제반 기술적 변화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비교

적 완만하기 때문에 신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현재 공기업 혁신평가지표의 하나인 ‘학습활동 및 구

성원 역량개발’은 공기업의 현실과는 다소 유리된 인위적 지

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마저 부재할

경우 사기업의 경쟁개념과 차원을 달리하는 공기업적 특성

하에서는 진정한 ‘학습지향성’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반된 모순을 극복하는 최선의

대안은 평가자 입장에 있는 상위기관이 사후결과에 대한 평

가행위에 토대해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에만 치

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도적인 각종 정책지원을 통

해 진정한 ‘학습지향적’ 문화가 구축되도록 하고 궁극적으

로 기업성과가 증대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환경격변성’, ‘학습지향성’,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

으나 4개 철도공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조직을 묶어 통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생산성이나 재무적 성과지표 대신 구성원들의

성과지각을 기업성과변수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설문에 의존한 양적

인 방법론이 지니는 제반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본 연구의 한계들은 바로 향후 후

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

만, 본 연구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지향성’, ‘기업성과’, 그리고 ‘환경격변성’ 개념을 철도

공기업에 적용하였고, 각 세부변수들을 망라하여 탐색적인

목적에서 살펴본 결과 사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다소 차

별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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