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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위기관리체계가 위기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위기모니터링과 실패경험 학습의 

다중매개 효과 확인을 통하여,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는 조직들이 효과적인 위기대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국립 P 대학의 MBA 과정의 임원/간부, 중견 사원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SPSS 25와 Amos 25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사용한 Boot-Strapping 기법으로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관리체계는 위기대비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은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를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

과를 통해 위기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의 유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시사점으로 조

직상황에 맞는 위기대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위기관리, 위기관리체계, 위기모니터링, 실패경험 학습, 위기대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help organizations facing various crises establish 

effective crisis preparedness plans by confirming the effect of an organization's crisis management 

system on crisis preparedness, and by confirming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risis monitoring 

and learning from failure. The survey for th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121 executives, 

directors, mangers and mid-level employees of the MBA program of the P National Univers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 

and Amos 25,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using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had a positive 

(+) effect on crisis preparedness, and learning from failure and crisis monitoring multi-mediate 

betwee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crisis preparednes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learning from failure and crisis monitoring that had 

an effect on crisis preparedness. As an implication, a crisis preparedness plan suitable for the 

organizational situation was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Crisis Monitoring, Learning from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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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어느 시대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하였으며 임의의 시점에 급격히 발생하는 위기상황

이 항상 있었다. 기술과 사회의 진보가 계속됨에 따라 이

러한 위험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반 사회학 관점인 벡의 위험사회론적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 오게 될 위험의 복잡성(complexity)과 이질성, 

유동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후에는 위험을 창발하는 초기

조건을 강조하는 주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루만의 위험의 사회학이다. 루만

은 위험의 초기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위험으로 인

한 피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초기조건이 누적되고 

증폭된 결과로 창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4].

경영학에서 조직위기관리 연구는 1963년 Hermann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직의 위기관리연구

는 타분야에 비해 연구발전이 늦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

는데 Roux-Dufort(2007)는 그 이유로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론화가 거의 없이 흩어지고 누적되지 않는 

분야이고, 견고한 개념과 정의의 틀이 없으며, 방법론적 

단일체 주의(monolithism)로 인해 연구 진보가 더디며, 

위기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되어 보다 구조화된 

모델로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5].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조직위기는 본질적으로 

심리적, 사회 정치적, 기술적, 구조적 문제가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사회학적 관점에서와 동일현상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동시에, 조직위기 연구에는 

여러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위

기를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7-8].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영학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기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선행연구로부터 위기관리 개념과 

관련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은 조직의 위기관리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대부분의 조직은 위기관리를 예외

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조직을 둘러싼 역동적

인 환경변화로 인해 조직의 위기관리체계는 예외적 현상

이 아닌 일상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

상은 조직이 일상적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위기

에 대비해야 함을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위기관리체계 요소와 위기대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사례 연구 중심의 위기관리 연구와 

대비하여 국내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의 국내 

위기관리 연구의 경향은 재난 관련(삼풍, 대구 지하철, 세

월호, 등)의 사건 발생과 재난 결과에 대한 사후대응 중

심의 백서적인 사례 연구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적 이

론 연구가 많았고, 최근은 COVID-19와 관련한 사례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면, 기업이나 조직수준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위기관리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와 조직 내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위기대비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 연구를 통해 조직에서 갖추고 있는 위기관

리체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면에

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위기대비를 위한 

조직의 시스템을 보여 주는 변수인 위기관리 체계와 실

패경험 학습, 위기모니터링, 위기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변수 간 연구가설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며, 특히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에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의 다중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 연구를 통해 변수 간

의 관계를 검증함으로 위기관리체계에서의 위기모니터링

과 실패경험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위기관리 이론의 발전 과정

경영학에서의 전통적인 위기관리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위기의 발생원인과 관리에 대한 근대의 학문적 연구는 

Hermann(1972)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겨울 

천연가스공급 위기상황에 관한 연구에서 위기모형을 도

출하였는데, 놀람(surprise), 짧은 의사결정 시간, 가치목

표에 대한 위협의 요인으로 구성된 위기 인식 모형을 제

시하였다[9]. 1977년에는 Smart와 Vertinsky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은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위기 결정 모델[10]이 발표되었고, 1980년에

는 Billings, Milburn, Schaalman이 Hermann(1972) 

모델을 개정하여 격발사건의 감지, 위기 정의, 가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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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손실 확률, 시간압박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였다[11].

Perrow(1984)는 정상적 사고 이론(TNA)에서 “산업 

재해는 복잡한 기술 시스템에 의한 고유한 특성으로 고

위험 산업시스템의 복잡성과 긴밀한 결합으로 사고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2].

위기를 ‘진화하는 단계적 개념’으로 바라본 Fink(1986)

는 위기를 전조/급성/만성/해결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위기관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고, 효과적 위기

계획의 목표는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신호를 식별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13]. 

1984년 인도 보팔사건, 1990년 Exxon Valdez 사건

의 대표적 실패사례와 대비되는 1982년 Johnson & 

Johnson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의 과정을 계기로 조직위

기에 대한 접근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14, 15]. 이

전까지는 주로 단일 학제 틀에서 조직위기의 원인, 결과 

및 관리를 분석했는데, Shrivastava(1993)는 이러한 방

식에는 통합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16]. 이후 연구가 보

완되면서 조직위기의 다분야 접근법이 진행되어 심리적, 

사회 정치적, 기술적, 구조적 관점의 연구들이 뒤따랐다

[6, 16-18].

대표적인 선행연구의 하나로 Pearson과 Clair(1998)

는 ‘다차원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에서 위기관리 성공

/실패에 대한 7가지 관심 사항으로 신호탐지/사건봉쇄/

사업재개/학습효과/평판에 미치는 영향/자원 가용성/의

사결정을 제안하였는데[19], 이것은 위기에 대한 심리적

[20], 사회 정치적[21], 기술/구조적 관점[22]을 반영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위기관리의 선행연구는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위기의 성격을 반영해야 함을 지적하게 되었다. 

Boin & Lagadec(2000)은 세계화, 교통 발달로 내부연

결성, 사회적 단편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 본질적

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며 위기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강력한 견해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23, 

24]. 이를 대비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첫째, 운영능

력 개발(신호 감지 모니터링, 비상정보시스템, 위기경보

체계 및 자원 가용성, 불확실과 복잡성을 다루는 전문성 

능력, 위기상황에서의 분권화된 행동능력), 둘째, 지속적 

준비(지속적 경험과 피드백, 점검과 가상연습, 내부자 간 

학습, 엘리트의 참여, 지속적 예산과 지원, 핵심 프로세스

의 숙달)가 제시되었다[25].

이어지는 Paraskevas(2006)의 연구에서도 위기를 예

외가 아닌 표준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직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복잡성에 기반한 4가

지 구성의 체계(분산 제어, 확산 피드백에 의한 자기 각

성, 비선형시스템 결합, 적응과 공격적 대응)를 제안하였

다[26]. Roux-Dufort(2007)는 서론에서 지적한 조직위

기관리 연구가 발전이 늦고, 고립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으로 현대의 기술적/산업적 복잡성에 특화된 경계에 대

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최근의 선행연구는 조직의 구체적 위기관리 행동에 대

해 지적하였다. Carmeli & Schaubroeck(2008)은 실

패를 겪었던 조직이 일으키는 흔한 현상은 실패 현상을 

감지하고 수정하지만, 실패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거나 재

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7]. 또한, 

Drobotova (2018)는 조직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와 위기

관리 유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모델 연구에서 모

든 조직의 위기는 한 가지 유형의 관리적 위기로 축소되

는데, 본질적으로 조직의 모든 관리는 위기관리라고 하였

다[28].

2.2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는 조직 내 다양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계획, 시스템 등이 위기예측과 위기대응에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Researcher Research Model Key Variable/Concept

1963
1972

Hermann
M. of Crisis 
Perception

Threat, Surprise, 
Short Decision Time

1977 Smart, Vertinsky
Crisis Decision 

Model
Decision Making

1980

Billings,

Milburn,
Schaalman

New Model
Triggering Event,

Probability/Value Of Loss

1984 Perrow
Critical Challenges 

in CM Model
Complexity, Coupling, 

Breakdown

1986 S. Fink Plan for a Crisis Crisis 4 Stages

1987
Mitroff,

Shrivastava
Udwadia

Effective CM 
Model

Steps for CM

1998 Pearson,Clair Systemic Approach 7 Concerns of Crisis

2006 A. Paraskevas
Complexity 

Science 

Framework

Distributed Control,
Collective Robustness &

Resilience of Organization

2007 Roux-Dufort
Processual 
Approach

Status Of The Triggering 
Event

2008
Carmeli,

Schaubroeck
M. of Crisis 
Preparedness

Learning from Failure
Crisis Preparedness

2018 O. O. Drobotova
Diagnostics of

Managerial Crisis 
Type

Life-cycle of Organ. &
type of Crisis Mgmt.

(source : organized by the researcher)

Table 1.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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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규, 고현철(1996)의 연구는 당시 기업위기관리의 

문제점으로 잠재 위험요인 파악 미흡, 형식적 위기관리 

매뉴얼 (절차와 프로세스)을 지적하였다. 예방적 위기관

리 수행과 실천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의 일상관리를 위기관리로 인식하고 일상 대응을 위기대

응으로 변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29]

최창희(2015)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사례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DHS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을 파악하

고, 비상시 공공/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이들을 보호

하는 국가기간시설/자원 보호 계획(NIPP,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실행함을 분석하였

다. 또한, ERM 시스템을 적용하여 NIPP에서의 핵심원

칙인 자원의 효과적 활용,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부문별 

상호의존도 이해와 조직체계 간의 정보공유와 같은 소통

문화, 훈련 및 사고 전/후 교육과 같은 조직적 활동, 일상

적/순환적으로 관리되는 절차로서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다고 강조하였다[30].

서병석, 신도형(2015)은 공항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에 기능별/조직별로 분산 관리되던 위기관

리를 전사적 관점으로 통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분산관

리로 인해 독립적 위기관리조직 부재, 위기 총괄부서와 

하위 조직 간의 위기지휘체계 불명확, 전사적 위험관리위

원회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

책과 프로세스 관점에서 매뉴얼, 위험 정의와 식별, 평가,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연구대상 기업은 미국 재난관리 기준을 

이용하여 위기관리 활동의 4단계인 경감/대비/대응/복

구단계에서 수행되는 위기관리체계에서의 활동적 요소를 

적용하고, 위기관리 운영기준,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정비, 위기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업무체계로 전환 

등으로 위기관리문화 활성화를 추구하는 성과를 제시하

였다[31].

정재희, 안연식(2015)의 연구는 위기관리체계와 경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관리체계를 리스크관리 

체계(정책/규칙 및 규정/조직/프로세스/시스템), 리스크

관리 활동(조직구성/계획수립/보고체계), 리스크관리 역

량(전략/조직/프로세스/기법/문화 등 전반적인 요소)으

로 규정하고, 경영성과로 비재무적 성과(일체감/직무몰

입/동조성 및 이직률)와 재무성과로 보았다. 연구결과, 

ERM 체계의 도입(적용)을 통해 리스크관리 활동수준과 

역량 수준이 높아지고, 리스크관리 체계가 직접적인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Crisis Management Framework
Resource

[29] [30] [31] [32]

Event

Cognition
Cognition

content ⦁

definition ⦁

cognition ⦁

Assessment Assessment (quantity A.) ⦁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 setup ⦁ ⦁ ⦁ ⦁

committee ⦁

policy ⦁ ⦁

Control

Activity

Procedure

manual ⦁ ⦁ ⦁

procedure ⦁ ⦁ ⦁

priority ⦁

Process Process ⦁ ⦁ ⦁ ⦁

Education
& Training

education
⦁

⦁

training ⦁

Communication (sharing) ⦁

Crisis Management Culture ⦁ ⦁

(source : organized by the researcher)

Table 2. Crisis Management Framework Research

Table 2는 여러 위기관리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공

통적 요소를 정리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내용 중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요소, 프로세스요소, 공유문화요소, 

활동요소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2.3 위기대비(Crisis-preparedness)

Reilly(1987)는 위기대비란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시

기에 대한 조직의 유연성”이며 하위차원으로 기업의 내

부 기능, 위기에 처한 조직의 미디어 관리능력, 위기 가능

성 평가의 3가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33]. Rousaki와 

Alcott(2007)는 위기대비에 대해 “조직에서의 위기대비

는 갑작스러운 놀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와 위기대응

을 위한 조직능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는

데[34], 이는 Hermann(1963, 1970)의 초기 연구에서

의 놀람에 의한 위기 인식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조직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완벽하지 못해 위기사건에 

취약하며 사업이 복잡할수록 더 취약하므로 위기대비를 

위한 체계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위기대비 관리방안으로 Perrow 

(1984)는 기업과 환경 또는 지역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 평가를 통해 위기상황으로 변

화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2]. 또한, 

Pearson & Clair(1998)는 위기관리 과정의 개념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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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지도자들의 위험 인식을 강조하였는데 위험 인식 

정도가 위기관리 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경영자가 미래위기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때, 조직은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육성할 것이라고 

하였다[19]. 실제 위기대비를 갖춘 조직의 모습에 대해 

Kovoor-Misra(1996)는 예방/억제/복구/학습의 4가지 

실행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위기대상/범

위에 대해서는 다차원 모델과 양파 모델로 정리하였다. 

즉, 위기는 다양한 조직 차원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차원이 다양한 유형의 위기를 촉발

하기 때문에 위기대상과 범위에는 조직의 기술적/인간적

/사회적/정치적/법적/윤리적/경제적 차원 등 조직의 가

장 깊은 계층부터 시작하여 최상위계층까지 조직에서 일

하는 개인의 방어 메카니즘, 조직의 신념/구조/계획 및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35].

이후 위기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위기대비의 

개념과 실증 연구를 제시하였다. 위기대비의 이론적 개념

을 제시한 연구로는 Carmeli & Schaubroeck(2008)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위기대비란, 조직이 당면한 위기상

황과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의 정도”이

며 2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가지 하위차원이란 

조직의 현재 위기 대비능력과 예상위기 대비능력이며, 각

각 “즉각적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먼 미래의 

위기 대처능력”으로 정의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위기 

종류와 대처 방법론에 대한 Carmeli와 Schaubroeck의 

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Watkins & Bazerman(2003)은 기업이 위기와 위기

대비에 실패하는 원인 연구에서 조직적, 정치적, 심리적 

3가지 유형의 취약성 때문에 예측 가능한 놀라움을 예측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조직적 취약성은 의

사소통 방해와 책임을 희석하는 조직 내부 장벽에 기인

하며, 둘째, 정치적 취약성은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적 결

함과 관련된다. 마지막, 심리적 취약성은 개개인이 접근

하는 위협에 눈을 멀게 하는 인지적 결함으로, 경영자들

이 자신의 선입견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자신의 신

념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36].

안신애, 이남주(2019)의 서울대 간호학 연구소의 의사

소통 경험 연구에서 ‘안전한 수술을 방해하는 의사소통’

의 첫째 원인은 위계화된 의사소통으로 수술실 선/후배 

간호사 간의 수직적 의사소통의 주도권에 의해 의견이 

수용/무시되는 사례[37]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Watkins 

& Bazerman (2003)의 심리적 취약성과 유사한 (후배

나 하급자는 선배나 상사보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인지적 결함과정을 지적한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2.4 실패경험 학습

조직연구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신뢰(trust)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필수적인 전

제조건이 됨을 보여 주는 전통 연구[38]에서 출발하였다. 

신뢰의 문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과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며[39-41], 신

뢰를 통해 조직 내의 실험이나 행동을 시도해봄으로 조

직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42].

Edmondson & Moingeon(1999)는 조직의 문제해

결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행동의 실행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그룹이 다

른 그룹보다 학습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며, 조직 

구성원의 비즈니스 적응력 향상을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정도를 조직학습이

라고 하며, 이러한 조직학습 과정을 통해 조직은 변화하

는 환경조건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대응한다”고 하였

다[43].

Tucker & Edmondson(2003)은 간호사들의 실패에 

대한 반응 조사/연구에서 2차문제 해결 행동이 4%로 드

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린넨 교체를 위해 보관장소에 

갔는데, 빈 것을 보고, 다른 장소에 가서 가져와 교체한 

후 그냥 있으면, 1차 문제 해결 행동이고, 2차 문제 해결 

행동으로 오류를 예방하려면, 문제 원인에 대한 아이디어

를 공유, 재발 방지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경영진)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행동이 이루어져야 2차 문제 해결 행동이다[44].

창의적 실패교육에 관한 김종백(2017)의 연구에서는 

학습 실패가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력’과 더

불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신장을 위한 중요한 학습 도

구가 될 수 있으며, 학습 실패를 학습자가 과정으로 인식

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경험을 문제나 과제의 내용으로 

구조화하는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

고[45], 강영욱, 하규수(2012)의 창업자 특성과 창업 성

과 연구에서, 실패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서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경험이 매

출액과 순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6].

안신애, 이남주(2019)의 의사소통 경험 연구에서 수술

실 간호사, 진료과 의사, 마취과 의료인 간의 원할한 수술 

진행을 위해 수술실 간호사는 그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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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하고, 그들과 환자 안전과 관련된 개방적 

의견 교환이 중요하며, 그런 과정에서 안전한 수술에 기

여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37], 김은하, 조상

희(2021)는 시뮬레이션 기반 간호교육이 학습에 대한 자

신감 및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개방적 의사소

통 경험이 핵심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47].

이상의 실패경험 학습 행동에 관여되는 구성 요소로써 

신뢰, 조직학습, 성과에 기여될 수 있는 2차 학습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2.5 위기모니터링

“monitor”는 “to warn, 경고하다”라는 의미인 라틴

어 “monere”에서 유래하였다[48]. 이종수(2009)는 정책

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에 대해 프로그램이 처음의 설계대

로 운용되고 있는가, 당초 대상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

록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는 형성적 평가의 한 기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평가를 의미한다[49].

Fink(1986)는 위기예측 연구에서 피해추정과 위기 영

향값(CIV, Crisis Impact Value)과 발생 확률 요소를 

설명하고, 잠재적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써 평가에 의한 사전 위기 개입을 판단하는 과정

으로써의 모니터링 개념을 설명하였다[13].

Mitroff, Shrivastava, Udwadia(1987)는 연구에서 

효과적 위기관리의 필수 4단계로 탐지/위기/평가/복구

를 제시하고 특히 첫 단계인 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조직의 조기경보 시스템인 모니터링, 스캐닝 및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임박한 외부 및 내부의 위기 신호를 감지

한다고 하였다[50]. 김만기(2008)는 스캐닝, 모니터링 중

심의 위기관리 연구에서 최상의 위기대응전략은 사전 예

방으로, 쟁점이나 리스크가 보내는 경고 신호 탐지시스템 

구축해야 함을 말하였다. 경고 신호탐지의 기제는 스캐닝

과 모니터링이며, 관리자는 위기경고 신호를 포함할 가능

성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해 활발한 탐색 조사를 해야 한다

고 하였고[51], 최원상(2021)은 국가위기관리에 인공 지

능 활용 연구에서 Data 수집/처리/분석, 우선순위 선정 

등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여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52].

최창희(2015)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국국방부는 위

기관리의 일환인 국가 기반시설 보호 계획(NIPP 2013)

을 위한 전략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도구로써 COSO 

2004를 기반한 ERM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COSO(2004)에는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내부 환경/

목표 수립/사건식별/위험평가/위험대응/통제 활동/정보

와 의사소통/모니터링의 8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모니터

링의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과 독립평가. 또는, 두 가지 조

합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0].

U.S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05)

에서는 위험관리에 대한 5가지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는

데, 목표와 제약조건의 확인/위험평가/위험관리방법 모

색⦁비교/위험관리방안 결정/실행 및 모니터링이다. 위

험관리체계 구축 이후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전체 위험관

리 프로세스가 최신상태를 유지하고, 관련성 유지와 대안 

조치의 효율성, 해당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위험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3].

Bowonder & Linstone(1987)의 복잡성 증가에 대

한 견해[7]와 더불어 Paraskevas(2006)의 복잡성에 기

반한 4가지 제안, 그리고, Roux-Dufort(2007)의 현대 

기술적/산업적 복잡성에 의한 특화된 경계에 대한 모니

터링의 중요성 강조 등은 위기모니터링과 관련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위기관리 체계가 위기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위기관리 체계가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을 매

개로 위기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Crisis
Management

Learning
from Failure

Crisis-
Preparedness

Crisis

Monitoring

H1

H2

H4

H5 H6

H7

H3

Fig. 1. Research Model

3.1.1 위기관리, 위기대비와 실패경험 학습의 관계

Kovoor-Misra(1996)는 위기대비를 위한 조직체계

를 다차원 모델(기술적, 인간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윤

리적, 경제적 차원)과 양파 모델(개인의 방어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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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신념, 조직구조, 계획과 절차)을 결합한 개념적 프

레임워크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체계가 다양한 위기를 

예방/억제/복구/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35]. Pearson 

& Clair(1998)는 신호탐지/사건봉쇄/사업재개/학습효

과/평판에 미치는 영향/자원 가용성/의사결정의 7가지 

주요 사항을 담은 위기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서[19], 사

전 위기관리는 위기대비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신화(2003)는 한반도 국제관계 연

구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4단계 전략으로 조기탐지, 사전

대비, 조기대응, 사후관리를 제시하고, 위기관리의 주된 

포인트를 사전대비에 맞춘 위기관리 체계라고 하였다

[54].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위기관리 체계가 위기대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 1

을 수립하였다.

H1 : 위기관리 체계는 위기대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Mitroff, Shrivastava, Udwadia(1987)는 효과적인 

위기관리 연구에서 기업 위기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근원을 확인하여 제안한 조직의 위기

관리 4 Step 모델에서 예방적 조치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즉각적이고 개인 단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써 모

든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탐지훈련, 대중매체 교육 등 위

기 결과에 대한 원인과 근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50]. Pearson & Clair(1998)는 심리적, 사회/정치적, 

기술/구조적 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연구에서 학습효

과 측면에서 위기 후에도 학습이 없는 조직은 실패하며, 

위기 이후 정책이나 절차를 변경하고 장래 예상되는 사

건들에 대해 학습하는 조직은 성공하는 조직이 된다고 

하였다[19]. 

이처럼 위기로 인한 실패/위험 경험의 학습은 사전 위

기대비 및 위기관리로 이어져 성공적인 위기대비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 실패경험 학습은 위기대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Mitroff, Shrivastava, Udwadia(1987)는 효과적 위

기관리 연구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 사고의 직접 원인은 

O-ring의 결함에 의한 폭발이었으나, 근본 원인으로 관

료조직이 반복된 경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있었으

나 원인 제거를 위한 2차 학습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50]. Tucker & Edmondson(2003)은 병원이 실

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이유라는 논문에서 간호사의 문제 

해결 행동을 관찰/연구하고, 부족한 리넨 교체를 위해 다

른 장소에서 가져와 교체라는 1차 문제 해결 행동으로 

그치는 경우와 지정 장소에 부족했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2차 행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7%뿐 이라는 결과

에 대해 2차 문제 해결 행동을 통해서만 환상이 아닌 실

제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다[44].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실패경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3 : 위기관리 체계는 실패경험 학습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2 위기관리/위기대비 사이 실패경험 학습의 매개

      효과

가설 1, 2, 3의 도출 근거를 종합하면 위기관리체계와 

실패경험 학습, 위기대비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경험 학습이 위기관

리체계와 위기대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가

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

습경험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연희·박성희(2020)는 학습경험이 네트워크 활동과 사

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고[55], 또한, 실

패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을 보여주는데, 이재근·허문구(2018)의 연구는 실패경

험이 탐색적 혁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56], 김

나미·이종선·김동수(2020)는 창업 실패경험에서 많이 학

습할수록 실질적인 재창업을 시도한다고 하였다[57]. 따

라서 조직의 실패경험 학습은 조직 내 체계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

이의 매개 효과에 관한 다음의 가설 4를 수립하였다.

H4 : 실패경험 학습은 위기관리가 위기대비에 미치는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1.3 위기관리, 위기대비와 위기모니터링의 관계

Pearson & Clair(1998)은 위기관리에 대한 시스템

적 접근 연구에서, 위기에 대한 신호탐지에 관한 사례로 

모니터링의 기능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위기관리에 실패

한 경우는 임박한 위기의 모든 신호를 무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조직은 위기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기대비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관리에 성공한 경우

는 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응으로 위기

관리에 성공하였다[19]. Shrivastava, Mitroff, Miller, 

Miglani(1998)는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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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할 

공동체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감시역량의 

부족과 지역사회의 필수적 서비스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

나면 발생할 수 있는 격발사건을 예측과 방지를 하기 어

려움을 지적하였다[58]. Boin & Lagadec(2000)은 ‘미

래를 위한 준비 : 위기관리의 중대 관리’ 연구에서 적절

한 위기관리체제를 갖추었다고 해도, 위기의 변화하는 성

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기관리자는 ‘정상적’ 훈련에서 

파생된 교육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위기의 실체 파악과 지속적인 미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운영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조직역량 개발을 위해 모니

터링 기능 및 성능, 중앙 조직과의 비상정보 체계를 개발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25]. 따라서, 위기모니터링의 기능

과 정상적 운영에 따라 위기대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추

론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5 : 위기모니터링은 위기대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Mitroff, Shrivastava, Udwadia(1987)는 효과적 위

기관리 연구에서 위기관리 4단계로 탐지/위기/복구/평

가를 제시하였다. 탐지단계는 조직의 조기경보 시스템으

로 플랜트/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환경에 대한 스

캐닝 시스템, 관리정보 시스템 등이 임박한 위기 신호에 

대한 조직의 외부 및 내부를 스캔 및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고 하였다[50]. Weick, Sctcliffe, Obstfeld(1999)는 고

신뢰 조직화 연구에서 위기 대비된 조직은 운영 및 관리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수행과 잠재적 어려움을 능

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기에 취약한 조직들은 경고 신

호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59]. 

따라서, 위기관리체계를 갖춘 조직은 경고신호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6 : 위기관리체계는 위기모니터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위기관리/위기대비 사이 모니터링의 매개효과

가설 1, 5의 선행연구의 관계들에 따라 위기관리체계

와 위기모니터링이 위기대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론

되고, 가설 6 선행연구의 논리에 따라 위기관리체계의 운

용 결과에 의한 위기모니터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

론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모니터링행위는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e Jong·Elfring(2010)은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팀 성

과의 관계를 모니터링 활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팀 구성원 간의 

활동, 업무의 시기, 성과 등을 알게 되므로 협력 메커니즘

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60]. 국내 연구에서도 모

니터링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데, 조용현·이경

근·장준호(2013)는 상사의 모니터링행위가 신뢰와 과업

수행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61], 윤수재(2016)는 

ODA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2].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

에 모니터링이 가지는 매개 효과를 가설 7로 수립하였다.

H7 : 위기모니터링은 위기관리체계가 위기대비에 미

치는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Classification (N=121) Frequency(%)

Gender
male 97 (80.2)

female 24 (19.8)

Age

less than 30   5 ( 4.1)

less than 40 37 (30.6)

less than 50 55 (45.5)

over 50 24 (19.8)

Education
College Graduate 106 (87.6)

Graduate or Over 15 (12.4)

Position

Employee   7 ( 5.8)

Chief/Deputy 17 (14.0)

Section Chief/Deputy Manager 35 (28.9)

Head of Department 22 (18.2)

Director over 40 (33.1)

Task

Manufacturing/Construction 54 (44.6)

Finance(Banking, Insurance) 12 ( 9.9)

Government Agency/Education 15 (12.4)

Hospital/Law/Consulting/Advertising 12 ( 9.9)

IT Industry/Information/Communication 6 ( 5.0)

Logistics/Distribution/Home Shopping 8 ( 6.6)

Etc. 14 (11.6)

Sale Scale
(won)

less than    5 billion 29 (24.0)

less than   30 billion 26 (21.5)

less than  100 billion 17 (14.0)

less than  500 billion 21 (17.4)

less than  1 trillion 7 ( 5.8)

over 1 trillion 21 (17.4)

(source : organized by the researcher)

Table 3.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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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공공기관, 금융권, 다양

한 산업체에서 오랫동안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원 

및 중견 관리자로 근무하는 국립 P 대학 경영대학원 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216명 대상으로 174부

를 회수(회수율 80.6%)하여 불성실/항목 누락 53부

(30.5%)를 제외한 121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사회조사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 응답 특성

으로는 MBA 과정생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조직에서의 

위치가 중견/수석 관리자급 이상의 구성을 보이며, 학력 

수준도 대졸 87.6%, 대학원 졸 이상 12.4%로 기존에 다

른 학문 분야에서 석사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MBA 과정

에 수학하는 비율이 12% 수준이 됨을 보여준다. 직장 근

무년수와 유사 특성인 직장내 지위는 임원급 이상 

33.1%, 부장/팀장 18.2%, 과장/차장 28.9%, 주임/대리 

19.9%, 사원 5.8%를 보이고, 업종분류로는 제조업 

44.6%, 금융업 9.9%, 기관/공사/교육 12.4%, 병원/서비

스업 9.9%, IT/정보통신 5.0%, 무역/홈쇼핑 6.6%, 기타 

11.6%로 집계되었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 연구를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Prior
Research

No.of
Quest.

Crisis

Management
System

Comprehensive framework 
consisting of policy, proces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for 
crisis management.

COSO(2004),
NFPA 1600(2013),

Pauchant & Mitroff 
(1992),

13

Crisis
Preparedness

The degree to which the 
organization is prepared to 
respond to current and future 

crises.

Carmeli & 
Schaubroeck 
(2008)

4

Failure
Experience
Learning

Investigating the root causes 

of errors, failures, and failure 
to achieve goals in the 
organizational operation to 
prevent them from 

reoccurring

Argyris & Schön
(1978)

5

Monitoring

Crisis monitoring is an policy 
evaluation for the purpose of 
detecting/tracking signals and 
detecting signs for crisis 

preparation.

Mitroff,
Shrivastava,
Udwadia(1987),
M.K. Kim(2008)

3

(source : organized by the researcher)

Table 4. The Definition of Operational Variables

3.3.1 위기관리 체계

위기관리 체계는 COSO(2004)의 8가지 프로세스 요

소[30]와 미국 재난표준인 NFPA 1600(2013)[63]의 ‘경

감/대비/대응/복구’의 체계적 활동요소 그리고, Pauchant 

& Mitroff (1992)[8]가 주장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프

로세스/조직구성/시스템 수준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체제를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프로세스/조직/활동으로 구성된 총체적 틀(프레임

웍)”로 정의하였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우리 회사는 위

기관리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위기관

리 절차가 있다”, “우리 회사는 전차 차원의 통합적 위기

를 관리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사내 위기관리 매뉴얼

이 작성되어 있다” 등이 있으며,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13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3.3.2 위기대비

위기대비는 Carmeli & Schaubroeck(2008)[27]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직의 위기대비 능력은 즉각적으로 위

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조직이 당면한 현재 위기

상황과 미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로 

정의하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에 대비한다”, “우

리는 심각한 피해없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고 있

다”, “우리는 위기에서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잘 파

악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

도,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3 실패경험 학습

Argyris & Schön(1978)에 따르면, “학습은 오류의 

감지 및 수정을 포함하는데, 현재 정책 수행이나 목표달

성에 대한 1차 문제해결과정에서 목표미달에 대한 2차 

문제 해결을 포함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64], 

본 연구에서는 실패경험 학습을 “조직운영의 오류, 실패, 

목표미달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우리는 실수한 직원에게 비

난이 아닌 실패경험을 중시한다”, “우리는 실패경험 공유

를 위해 관련 관리자에게 알린다”, “우리 조직에서는 현

재 일하는 방식의 개선점을 항상 토론한다”, “우리 회사

는 더 나은 제품/서비스 방법 제안을 권장한다”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3.3.4 위기모니터링

위기모니터링은 4차산업 시대에 AI(인공지능)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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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니터링 기능의 발전에 맞게 실패(품질 불량)에 

대한 원인을 분석[65-67]해내는 전략적 기능으로써 “위

기대비를 위한 신호 감지/추적, 징후포착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평가”로 정의하고, Likert 5점 척도, 3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우리 회사는 예방 차원

의 위험 신호 감지/추적 활동을 한다”, “우리 회사는 위

험징후 포착을 위한 정기적 현장조사를 한다”, “우리 회

사는 위험징후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있다” 등이 

포함된다. 

3.4 동일방법 편의

본 연구는 조직연구에서 응답자에게 자기 보고식 설문

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하여 동일방법 편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의 최소화를 위하여 설문 설계, data 수집, 

data 분석 단계에서 이를 검정하였다.

3.4.1 설문 단계에서의 최소화 조치

첫째, 질문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 각 변수의 설문순

서를 섞어서 설문 내용의 점화 효과를 줄였고[68, 69], 

둘째, 종속 변수를 독립변수와 분리하여 다른 페이지에, 

다른 구성개념을 가진 별개의 연구변수 설문과 섞어서 

설문지 배치하여 내용에 대한 심리적 분리를 계획하였다

[70-72].

3.4.2 data 수집 단계에서의 최소화 조치

설문 진행시, 응답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응답자 성명

을 기입하지 않았고, 응답 철회 및 미제출 기회 제공과 

설문 중도라도 미작성 및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다[73].

3.4.3 data 분석 단계에서 동일방법 편의 확인

data 분석에 사용된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하만의 단

일요인 검증을 수행한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고, 그중 첫째 요인이 39.377을 나타내었

다. 하나의 요인이 총분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보편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일 응답자에 의한 동일

방법 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72, 74, 75].

4. 실증 분석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5와 AMOS 25를 사용하였

다. 우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를 실시하였는데, 총 25문항 중 타당성 저해요인을 제외

하고, 21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서 제외된 항목은 위기관리체계에서 3문항, 실패경험 학

습에서 1문항이 삭제되었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α)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CMIN/DF(χ²/df)= 1.452, χ²=262.856로 p 값에 상관

없이 적합한 모델로 볼 수 있다.

Bentler(1990)는 증분 적합지수 IFI(=0.944)가 0.9 

이상, 비교 적합지수 CFI(=0.943)가 0.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IFI는 기준을 충족하며 

CFI가 99.3% 수준(0.943/0.95)을 보여 어느 정도 기준

을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RMSEA는 0.0668으로 0.8보

다 적으므로 좋은 모델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76].

Variables
Standard
Loading

t
Value

Composite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Crisis 
Management

System

A09
A12
A01

A05
A11
A03
A07

A10
A04
A02

0.835
0.800
0.773

0.772
0.734
0.733
0.732

0.729
0.720
0.707

10.432
-

9.409

8.360
8.804
8.780
8.769

8.723
8.579
8.393

0.937 0.598 0.931

Failure
Experience

Learning

C3
C2
C1

C4

0.717
0.690
0.623

0.570

5.582
5.480

-

4.825

0.806 0.512 0.741

Crisis
Monitoring

B3
B1
B2

0.861
0.748
0.737

9.347
-

7.971
0.850 0.655 0.832

Crisis
Preparedness

F2
F3
F1

F4

0.772
0.716
0.695

0.682

7.313
6.873

-

6.586

0.883 0.653 0.808

χ²=262.856, p=.000, df=181, CMIN/DF(χ²/df)=1.452, GFI=0.831,
CFI=0.943, IFI=0.944, RMSEA=0.061, standardized RMR=0.0668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또한, 배병렬(2017)의 의견을 참고하면, 각 변수들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이며, t-값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성 신뢰도(CR)를 수치는 모두 0.7 이

상, 평균분산추출(AVE)은 0.4 이상으로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여 집중 타당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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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평균분산추출

(AVE)의 제곱근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수치보다 

높은지 Table 8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 값이 

더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도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이 위기관리체계, 실패경험 학습, 

모니터링, 위기대비 모두 0.7 이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

서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77].

4.2 상관관계 분석

Category Avg. S.D. 1 2 3 4

C.M. System 3.1223 .74493 .773

F.E. Learning 3.3512 .63867 .258** .715

C. Monitoring 3.1295 .79393 .736** .355** .809

C. Preparedness 3.3864 .60294 .535** .525** .619** .808

** p<.01, Gothic means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6.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가설검증 전에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독립, 종속, 

매개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유의한 관계이

며, 신뢰수준 99%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

타내고 있다.

4.3 가설검증

4.3.1 주효과 분석

주 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및 독립-

매개-종속 변수 간의 개별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가설 1, 

2, 3, 5, 6이 이에 해당하며 Amos 25를 사용한 경로 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Path of Hypothesis Estimate S.Estimate p Result

H1: C.M.System → C.Preparedness 0.525 0.655 ** Accept

H2: C.M.System → F.E.Learning 0.233 0.324 * Accept

H3: F.E.Learning → C.Preparedness 0.502 0.451 ** Accept

H5: C.M.System → C. Monitoring 0.877 0.883 ** Accept

H6: C. Monitoring → C.Preparedness 0.501 0.620 * Accept

  χ²= 262.856, p=.000, df= 181, CMIN/DF=1.452, GFI=0.831,
  CFI=0.943, IFI= 0.944, RMSEA=0.061, Standardized RMR= 0.0668
  * p<.05, ** p<.01, *** p<.000

Table 7.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경로 분석에 의한 모형적합도 평가는 Table 5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경로 분석에 의한 변수 간의 관계가설 검증결과, 독립

변수인 위기관리체계와 종속 변수인 위기대비의 관계 및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2개의 매개변수인 실패

경험 학습과 모니터링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모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 

2, 3, 5, 6은 모두 채택되었다.

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위기관리체계가 모

니터링에 미치는 영향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종속 

변수인 위기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위기관리체계

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그다음은 위기모니터링의 순

서로 나타났으며, 위기관리체계가 실패경험 학습에 끼치

는 영향보다는 실패경험 학습이 위기대비에 끼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2 매개 효과 분석

가설 4, 7은 독립변수인 위기관리체계가 종속 변수인 

위기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패경험 학습과 모니터

링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인데, 매개 효과 검

증은 SPSS Process macro의 붓스트래핑 방법을 이용

하였다. Fig. 2는 매개 효과 분석 결과이다.

.2212**

Direct Effect : .1428

Crisis

Management
System

Crisis
Preparedness

Failure
Experience
Learning

.7842*** Crisis
Monitoring

.3308***

Total Effect : .4330***

.2768***

( .0732 )

( .2171 )

Fig. 2. The Result of Mediation Effec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0

Variables
β

Boo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Indep. Dep. LLCI ULCI

Const.
M1

2.6607 .2437 10.9185 .0000*** 2.1782 3.1433

X .2212 .0759 2.9125 .0043** .0708 .3715

Const.
M2

.6811 .2123 3.2075 .0017** .2606 1.1015

X .7842 .0662 11.8514 .0000*** .6531 .9152

Const.

Y

.9658 .2394 4.0335 .0001*** .4916 1.4400

X .1428 .0778 1.8342 .0692 -.0114 .2969

M1 .3308 .0658 5.0305 .0000*** .2006 .4610

M2 .2768 .0755 3.6681 .0004*** .1274 .4263

Note) X : Crisis Management System, Y : Crisis Preparedness
M1 : Failure Experience Learning, M2 : Crisis Monitoring

* p<.05, ** p<.01, *** p<.000

Table 8. The Results of Direct-effect of 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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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스트래핑의 결과에 의하면, 위기관리체계는 실패경

험학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β= .2212, 

p<.0043), 실패경험 학습도 위기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β=.3308, p<.0000). 또한, 위기관리체계는 위

기모니터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β=.7842, 

p<.0000), 위기모니터링도 위기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을 볼 수 있다(β=.2768, p<.0004).

위기관리체계에서 위기대비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β=.4330인데, 매개변수인 실패경험 학습과 모니터링이 

개입하면서 위기관리체계에서 위기대비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직접 효과 β=.1428로 감소하였다. 이는 첫째, 

위기관리체계가 실패경험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실패경험 학습은 위기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둘째, 위기관리체계가 모니터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모니터링은 위기대비에 영향을 미치

는 점을 의미한다. 위기관리체계에서 위기대비로 간 경로

의 총효과(0.433)가 직접효과(0.1428) 보다 커서 매개효

과가 있음을 의미한다[77].

Table 9는 붓스트래핑에 의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Variables Mediat.
coeffic.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Independent Dependent Mediate LLCI ULCI

Crisis Mgmt.

System

Crisis

Prepared.

Failure E.
Learning

.0732 .0334 .0087 .1424

Crisis

Monitoring
.2171 .0623 .0712 .3191 

Table 9. The Results of Indirect-effect of Bootstrapping

이형권(2015)에 의하면, 매개 효과 계수의 붓스트래핑

의 신뢰구간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78]. Table 9의 결

과에 따르면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에서 실패경

험 학습과 모니터링의 매개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또한, 

Table 8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1428(p=.0692)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경우 완전매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은 위기관리

체계와 위기대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

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조직위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체계가 

위기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실패경험에 대한 학습효과와 위기모니터링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

리체계, 실패경험 학습, 위기대비의 관계는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 2, 3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런 

결과는 조직성과로서의 위기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서 위기관리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창희

(2015)의 연구에서 조직체계, 관리절차로서의 프로세스 

등이 위기대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결과와 일치하며

[30], 실패경험 학습을 통해 실패에 대한 근본 원인 개선을 

통한 위기대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Carmeli & 

Schaubroeck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27].

둘째, 위기관리체계, 위기모니터링, 위기대비의 관계

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 6은 모두 채택되었

다. 이것은 위기관리체계에서 탐지의 중요성을 주장하면

서 모니터링, 스캐닝 시스템이 임박한 내/외부의 위기신

호를 감지한다는 Mitroff, Shrivastava, Udwadia 

(1987)의 주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50]. 프로세스 접근

방식에 따른 위기관리와 현대의 기술적/산업적 복잡성에 

의해 특화된 경계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Roux-Dufort(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5].

셋째, 위기관리체계와 위기대비 사이에서 실패경험 학

습과 위기모니터링의 다중매개 효과 가설 4, 7은 모두 채

택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유의미한 점은 다중매개변수

인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모니터링의 비교 결과로, 위기모

니터링이 실패경험 학습보다 매개변수로써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Table 9에서 매개효과 계수 값을 보면 

위기모니터링(0.2171)이 실패경험 학습(0.0732)보다 

3.0배 정도 더 크다. 즉, 위기평가의 결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위기모니터링의 영향력이 강하고, 실패경험 학습

을 통한 위기대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Tucker와 Admondson (2003)연구

에서 간호사들의 실패경험 학습행동 결과가 4%로 매우 

낮다고 지적한 것과 Mitroff와 Alpaslan (2003)이 확인

한 포춘 500대 기업의 실패경험 학습의 결과도 5% 수준

이라는 점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44, 79].

넷째, 본 연구는 Carmeli와 Schaubroeck(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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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비교 연구로서도 진행된 것으로, 연구 결과, 변수 

레벨 결과로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부요소에서 

다소 차이나는 부분은 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를 경영진과 관련 부서에 즉각 통보한다.”는 관점은 

이스라엘 조직은 다소 낮아도(0.60) 채택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탈락되었고, ② “실패경험 공유를 위해 관련 관

리자에게도 알린다.”는 이스라엘(0.63)보다 본 연구

(0.673)에서는 7%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직문

화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개인이 조직을 생각할 때 커뮤

니케이션을 중시하지만, 경영진이나 관련 부서와의 커뮤

니케이션은 다소 낮게 분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두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시사점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다중매개 효과와 관

련되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경험 학습과 위기

모니터링이라는 2가지 변수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

다. 조직에서는 어느 것이든 자신의 경제적, 조직적, 문화

적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위기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직운영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경우, 시스템에 큰 비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핵

심변화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내부 

조직 활동만으로도 위기대비에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운

영체계가 정보화, 시스템화, 자동화의 측면에서 많이 진

행되어 있다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위기대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 투자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소규모 기

조직이거나 정밀장치 산업군이나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조직의 경우는 다소 다른 접근으로 위기대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요소를 가동

시키기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경험 학습의 매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Tucker와 Edmondson (2003)

의 연구와 Argyris와 Schön(1997)의 연구 결과에서 도

출한 것처럼, 실패경험 학습에 따른 조직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여 개선하면, 더 큰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44, 64].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하여 위기관리를 통한 위기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기관리체제를 통한 것보다 다

중매개변수로 확인된 위기모니터링과 실패경험 학습이 

종속 변수인 위기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각각의 조직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위

기모니터링과 실패경험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위기대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은 적절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횡단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하여 표본의 수를 대폭 

확대한 양적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이 직

면하게 되는 위기의 유형과 관리 활동은 산업이나 조직 

규모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의 

산업군이나 조직 규모 차원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을 확대

해야 할 것이며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체계와 

실패경험 학습, 위기모니터링 변수를 중심으로 위기대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기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 및 개인 차원의 변수가 존

재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변수를 도출하

고 가설을 추가함으로 조직의 위기관리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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