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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학습의 선행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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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무형식학습 선행변인이 무형식학습에 미

치는 효과크기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외에서 발행된 무형식학습 선행변인 관련 실증연구 12편을 대상을 총

32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먼저 무형식학습 선행변인을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군과 직무특성 변인군을 나눠 변

인군별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개별변인의 평균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무형식학습에 각 변인군이 갖는 효과크기는 심리·사회적 변인군이 직무특

성 변인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평

균 효과크기 분석 결과 대인관계 변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업무부담

이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변인군 및 변인군 내의 개별 변

인들의 평균 효과크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개별 변인이 보통 이상 수준의 효과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직무특성 변인군 및 변인군 내 개별 변인들의 평균 효

과크기의 경우 과업다양성과 과업자율성은 보통 수준의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업무부담 변인의 경우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무형식학습 촉진과 후속 연구를 위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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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학습에 대한 요구는 제한된 성장, 경제위기, 기후변화, 부의 양극화 현상, 그

리고 점차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조직과 같은 것들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한 미래

와 지식기반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Russ-Eft, Watkins,

Marsick, Jacobs & Mclean, 2014). 즉, 변화와 불확실성은 삶에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

었고 이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에게 유

연하고 자유로운 학습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상황에서 실질

적인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이나 일터의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

는 학습요구를 해결하기 용이하다(배을규, 이형우, 강명구, 2011; 신은경, 2012; Eraut,

2004).

무형식학습은 일터학습의 한 유형으로 Marsick과 Watkins(1990)의 연구를 기점으

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많

은 부분이 무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Marsick과 Watkins(1990)의 연구에 따르

면 일터에서 발생하는 학습 중 단지 20%정도만이 형식화되고 구조화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Sorohan(1993)의 경우 일터학습의 90%는 무형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Livingstone(2001)은 무형식학습이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문화적 변화의 추구에 대

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외부적으로 도입한 교육과정 없이 이

해, 지식, 기술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에

Ellinger(2005)는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조직적 맥락의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조직적 상황 안에서 무형식 학습이 어떻게 지

원되고 격려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무형식학습은 일반적

으로 개인적인 관점과 조직적인 관점으로 양분되어 무형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변

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무형식학습과 이의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됨에 따라, 박혜선과 이찬

(2012)은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개인차원 요인이나 조직차원 요인 중 한쪽에 제한된

연구가 대부분임을 근거로 무형식학습의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종합적인

모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 요인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여러 요인들 중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

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형식학습관련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

시하여, 무형식학습과 그 관련변인 간 관계양상을 일반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메

타분석의 대상인 무형식학습의 선행변인 중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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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변인군, 과업다양성, 업무부담, 과업자율성을 직무특성 변인군으로 구분하

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업자율성과 같이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

는 변인에 대한 대결론 및 무형식학습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효과크기를 구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 및 향후

무형식학습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및 특징

무형식학습이란 용어는 1950년대 Malcolm Knowles의 Informal Adult Education에

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Dewey의 경험학습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Watkins & Marsick, 1992; Garrick, 1998).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교육

의 많은 영역을 무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관점에서 무형식학습이 개

념화되었다.

무형식학습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관점은 무형식학

습이 일터에서 발생되는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경험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작

용 및 각자의 비판적 성찰 등을 통해 비체계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문세연, 나승

일, 2011; 황영훈, 김진모, 2014). 무형식학습은 이와 같은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

고 각 연구에서 강조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형식학습을 학습자 개인의 의도나 통제에 중점을 두고 개념화하는 관점이

다. 대표적으로 Marsick과 Watkins(1990)은 형식학습은 일반적으로 교실 기반의 고도

로 구조화된 학습이고, 무형식학습은 우연적 학습을 포함하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도 하지만 학습자에게 학습의 주요한 부분이 통제되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Livingstone(2001)은 무형식학습을 외부에서 도입된 교육과정이나 준거 없이 이해, 지

식 혹은 기술의 추구를 포함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이 바깥은 어떤

맥락이나 미리 개설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목적, 내용, 습득의

과정이나 그 의미와 같은 기본적인 무형식학습의 항목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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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인과의 관계 및 환경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연구자로는 Enos, Kehrhahn과 Bell(2003)이 있다. Enos et al.은 관리

자가 능숙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묵지와 명시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 업무 과제에 도전하는 것 등의 활

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Lohman(2006)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학습 자원 공유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무형식학습이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llinger(2005)는 학습은 대개 무형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무형식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지향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Watkins와 Cervero(2000)는 학습의 우선순위나 학습의 기회를 이끄는 업무

과제를 발생시키는 데 조직적 맥락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직은

근로자가 학습자로 유지되는데 그들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 이는 조직이 근로자의 선

택을 결정하는 학습을 위한 맥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무형식학습은 개인의 통제나 주도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환경적 맥

락의 강조 등과 같은 수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두 가지의 관점은 각기 다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 관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특징

이 존재한다.

첫째,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학습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무형식학습이 Dewey의 경험학습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Marsick(2009)은 Dewey의 성찰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착안하여 개인의 학습 과정에 우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무형식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찰을 통한 학습을 더하여 무형식학습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일터에서 업무를 수

행함으로 얻는 경험이 학습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김미애, 2011; 문세연, 나승일,

2011; 박혜선, 이찬, 2012; 이윤하, 이기성, 2010).

둘째, 무형식학습은 흔히 형식학습, 우연적학습과 비교하여 무형식성(informality)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Marsick과 Watkins(1990)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우연적학

습을 구분하면서 형식학습은 일반적으로 기획되고 매우 구조화되어 있으며 교실 기반

으로 이루어지며 무형식학습은 우연적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게 교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며 구조화되어있지 않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안동윤(2006)은 무형식학습이 무

형식성을 가짐과 동시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무형식학습의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의 비의도성에 있으나, 개

인의 의지가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형식학습의 결과는 일터에서의 실제적인 수행과 성과에 그 목적이 있다.

Enos et al.(2003)는 무형식학습을 구성원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 함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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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암시적 학습 반응적학습 의도적학습

과거의 

사건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의 연결
준자발적 성찰 토론, 고찰

현재의 

경험

경험의 단편적인 

기억으로의 이동
기록, 질문, 관찰

의사결정, 문제해결, 

설계된 무형식학습

미래의 

행동
무의식적 기대

미래 학습기회에 대한 

기대

학습기회의 계획, 

미래사건의 시연

자료: Eraut, M. (2004).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6(2). p.250 재구성

<표 Ⅱ- 1> Eraut(2004)의 무형식학습 유형

습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의 문제를 해

결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타인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에의 적

응이 유도될 수 있다(박종선, 김진모, 2012). 즉, 무형식학습을 통해 얻어진 암묵지와

명시지, 사회적 관계는 실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개인의 성장, 조직에의

적응 등과 같은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과 그로부터 오는 공

통적인 특징이 존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일터라는 상

황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으로, 조직

내에서 개인의 성장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2) 무형식학습 방법

Eraut(2004)는 무형식학습이 갖고 있는 무형식성이 암시적이고 비의도적이며 우발

적이며 비구조화된 학습이라고 언급하며 암시적 학습(implicit learning), 반응적 학습

(reactive learning), 의도적 학습(deliberative learning)의 세 가지와 시점에 따라 무형

식학습을 유형화 하였다(<표 Ⅱ-1> 참조). 암시적 학습은 Reber(1989)가 정의한 용어

로 학습을 위한 의도된 시도나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적 학습은 의도적이지만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의도적 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

목표, 시간 등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와 문제 해결과정 등과 같은 활동에 의도적

으로 참여하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의 개념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

한다(Eraut, 2004).

Kim과 McLean(2014)는 무형식학습 방법과 요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인 수준

(individual level), 동료와의 관계 수준(peer to peer level), 조직·환경 수준

(organization/environment level)을 사용하였다(<표 Ⅱ-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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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무형식학습 방법

개인 - 자기주도적 학습 - 역할모델 - 시행착오

동료와의 관계 - 멘토링 - 코칭 - 협동

조직·환경 - 직무할당 - HR시스템 - 경력개발 정책

자료: Kim, S. McLean, G. N. (2014). The impact of national culture on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Adult Education Quarterly, 64(1). p.42 재구성

<표 Ⅱ-2> Kim & McLean(2014)의 무형식학습 방법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형식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Marsick과

Watkins(1990)는 무형식학습의 방법에는 멘토링, 관계 정립, 코칭, 학습커뮤니티도 포

함된다고 하였고, Eraut(2004)는 듣기, 관찰, 심사숙고,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

토링, 고객과의 접촉, 리더와의 소통, 현장 방문, 회의참가가 있다고 하였다.

Kremer(2006)은 동료와의 대화, 상사나 파트너와의 대화, 멘토링, 웹 컨퍼런스, 고객과

의 회의, 경험을 통한 학습, 부서 회의, 전문서적, 잡지, 신문, 이메일 등을 무형식학습

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onlon(2004)은 도움, 정보, 지원 받기, 대안적 관점으

로부터 학습하기, 더 나은 피드백을 받기, 행동 혹은 사고의 다른 방식을 생각하기,

학습경험에 대해 성찰하기, 의사결정하기 등이 무형식학습 방법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무형식학습 방법을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안동윤(2006)은

액션러닝 프로그램에서의 무형식학습 방법에 대해 팀원들과의 대화, 고객과의 접촉,

실행부서와 일하기, 조사활동, 다른 팀과의 교류, 스폰서 보고, 프로젝트 문서 작성, 상

사와의 접촉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지은(2008)은 5개 영역별 13개의 학습방

법을 구명하였는데, 여기에는 획득하기(자료수집, 관찰, 질문), 저장하기(체험, 연습),

창출하기(성찰, 환기/휴식, 네트워크, 탐구), 공유하기(글쓰기, 대화), 활용하기(적용, 외

부환경)가 포함된다.

위의 무형식학습 방법을 종합하면 무형식학습 방법은 연구자들에 따라 무형식학습

이 갖는 무형식성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가 학습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되거나,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준(개인, 관계, 조직)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

다. 또한 무형식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주도 학습과 같은

개인 수준에서의 무형식학습과 의사소통, 멘토링, 코칭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

준에서의 무형식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형식학습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두 가

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의지나 통제가 무형식학습 발생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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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효

능감, 학습동기,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이 있다. 둘째, 무형식학습은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이라는 특징에서 직무 특성 요인을

도출 할 수 있다.

1)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

무형식학습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고 동시에 개인이 학습자로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학습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심리적 특성 요

인이 존재한다. 즉, 사회·심리적 특성은 개인이 개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고

자 하는 변인이다. 무형식학습은 개인의 의지, 의도, 통제에 따라 촉진되므로 학습자

로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 활동 등과

같은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이 무형식학습과 관련된 사

회·심리적 변인에 대해 구명하고자 노력하였고 대표적으로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대

인관계가 있다. 위의 변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는 학습의 경향성 또는 학습하고자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여기서 학

습은 인간의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의도적, 목표지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Bruner,

1975). Kremer(2006)는 법률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형식학습에 참여하는 학습동기

로 사회적 관계, 학습지향, 외부 기대, 공동체 기여, 기술 습득, 성장이 있다고 밝혔으

며 이 중 기술습득, 학습지향, 성장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세연과 나승

일(2011)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관련 변인을 밝힌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무

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무형식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밝혔다.

둘째, Bandura(1977)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으로서, 개인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성엽(2008)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

신감 있는 태도를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꼽았고, 교사와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터 무형식학습에 대해 연구한 Lohman(2005) 또한 무형식학습

방법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권한위임,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의

관계를 연구한 박종선, 김진모(2012)는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만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학습동기를 완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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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인관계는 무형식학습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학자들 중

Garrick(1998)은 무형식학습이 학습자의 사회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밝혔고,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 타인과의 대화, 질문, 관찰, 모방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Marsick과 Volpe(1999)는 무형식학습이 다

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성엽(2008)도 질적인 연

구를 통해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이 많은 동료와 일하거나 멘토가 존재할 때 무형식학

습이 강조된다고 주장했다.

2) 직무 특성 요인

직무특성이란 인간의 작업동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미, 책임감, 결과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Hackman &

Oldham, 1976). Marsick과 Volpe(1999)는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무형식학습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 특성의 변인인 과업다양성과 업무 부담은 무형식학습을 강화한

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과업자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문세연, 나승일, 2011).

과업다양성과 무형식학습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Skule(2004)은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생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객 외부로

부터 요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할 때 무형식학습의 강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형주(2014)는 직무특성과 무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을 과업의

다양성, 과업의 유용성, 학습참여주도성,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초과근

로시간을 제외한 변인들이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중 과업

의 다양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정현(2014)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으로 구분하였고,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기술 다양성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업무부담과 무형식학습 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은 업무부담이 6가지 유형의 무형식학습 중 동료와의 학습, 개인적 학

습, 외부인으로부터의 학습, 신입사원으로부터의 학습, 상호간 학습을 유의미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wakman(2003)의 연구에서는 일터에서의 동료와

의 학습에서 업무부담, 감정적 요구, 과업다양성, 참여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직무특성과 무형식학습 방법 중 하나인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연구한 이용도(2003)

와 이진화와 김진모(2006)는 과업자율성이 자기주도학습과 조직특성이 유의미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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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의 메타분석 절차

가 있음을 밝혔으나 Doornbos et al.(2008)과 Kwakman(2003)의 연구애서는 과업자율

성이 무형식학습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문세연과 나승일(2011)의 연

구에서는 과업자율성을 비롯한 직무 다양성, 업무 부담을 포함한 모든 직무특성이 무

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 영향요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오성삼, 2002).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하기 위해 Jackson(1980)의 통합연구를 위해 거쳐야 할

여섯 가지 단계를 기반으로 연구절차를 설정하였다([그림 Ⅲ-1] 참조). (1)연구문제를

설정하고, (2)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물을 수집한 후 선정하였다. (3)선정된 연구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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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성을 선택하여 코딩표를 마련하였다. (4)수집된 자료의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

된 연구물의 결과를 효과크기로의 통계적 변환을 시행한 후 동질성을 검정하고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5)결과를 해석한 후, (6)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이 연구는 무형식학습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9월까지 국내·외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제논문은 연구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국내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에서 ‘무형식학습’을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국외 논문을 수집하

기 위해서 Ebsco host의 ERIC, Educational Research Complete, Academic Search

Complete, DDOD(http://ddod.riss.kr/)에서 ‘informal learning’을 제목으로 검색하여 온

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한 논문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논문들 중 다음과 같은 자료 선

정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을 분석 대상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째, 무형식학습을 종속변인 혹은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형식학습과 변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연구만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무형식학습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조직유효성, 조직성과 등의 관계를 본 연구 등은 제외되었다.

둘째,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 수치가 논문에

제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 연구나 문헌 연구와 같

이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지 못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즉, 효과크기 계산을 위한 평균,

표준편자, 사례수, 유의도나 값, 값, 상관계수 등의 통계값이 제시된 연구만 선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 두 개 이상의 통계값이 제시된 경우 상관계수을 사용하였

다. 셋째, 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유형으로 발간한 경우는 동일한 자료가 중복되어 연

구결과가 편중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즉,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양적 자

료와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경

우에는 논문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구결과의 중복을 방지하였고, 학위논

문보다 학술지 논문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이 연구의 목적은

무형식학습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무형식학습의 한 유형,

즉, OJT, 멘토링, 코칭과 같이 무형식학습의 특정한 유형에 한정하여 수행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다섯째, 메타분석은 동일한 구인이나 관계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므로 최소

두 편 이상이 필요하며,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

구물이 충분해야하므로 해당 변인에 대한 연구가 1개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6개의 변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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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변인 코딩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특성을 코딩하기 위한 코딩표를 Microsoft Office Exel

2013을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코딩표에는 기본 정보(저자, 발행 연도, 제목, 발행 형

태), 연구방법(대상, 통계 방법, 독립변인), 연구결과(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유의도,

값, 값, 상관계수)에 해당하는 논문의 특성을 입력하였다.

4. 효과크기 계산 및 해석

1) 효과크기 계산

선정된 논문들의 결과를 표준화된 단위인 효과크기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값, 값, 상관계수가 보고된 자료들은 각 수치를 활용하여 효과크기

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과 무형식학습의 관계에 대해 두 집단의 값, 값을 기술해

놓은 경우 각 수치와 사례수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사용하였고([수식 1], [수식 2] 참

조), 값을 기술한 경우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수식 3] 참조). 이때 값의 경우

언제나 양의 값이 나오므로 수식 적용 후 기준 집단과 비교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부호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오성삼, 2002).

값  



[수식 1]

값  



[수식 2]

   [수식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은 의 분포가 치우친 비대칭 분포를 보이기 때문

에 을 가지고 직접 평균 효과크기를 구하지 않고 Fisher의 척도로 변환하여 

값을 계산한 후 평균 효과크기 계산 및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수식 4] 참조)(오

성삼, 2002).

Fisher의   ×ln



 [수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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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방법을 통해 산출된 효과크기를 가지고 평균 효과크기( )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표준오차의 제곱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수식 5] 참조)(오성삼, 2002).

평균효과크기 

 






  



×

[수식 5]
: 번째 효과크기의 가중치

: 번째 효과크기

가중치 






표준오차     



2) 동질성 검정

이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추정량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최소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모수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에 효과크기 값의 분포가 동질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정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각각 연구결과의 효과크기들이 모집

단의 효과크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Hedges

와 Olkin이 제안한 값 추정 공식을 활용하였다([수식 6] 참조)(오성삼, 2002). 동질성

검정 통계량 값에 대한 해석은 분포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는 값이 분포(=

-1, : 효과크기 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값이 유의수준 에서의 의 한계값보

다 작으면 동질성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라고 결론 내렸다.

Q값  
  



×



  






  



×


[수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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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검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효과크기들이 동질성을 만

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고정모형을 적용하였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에는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수정된 평균 효과크기를 재산

출하였다. 랜덤효과모형은 과도한 변량치의 근원이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개의 연구를

선정할 때 무선성의 차이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기존의 역변량가중치 

를 
로 수정하여 평균효과크기와 신뢰구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수

식 7], [수식 8] 참조)(오성삼, 2002).


    

 

  



 


  






  








  

[수식 7]


 : 표본오차 변동  : 동질성검정통계량

: 효과크기 관측치의 수

: 역변량가중치

 


  







  




 ×

[수식 8]


  :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한 수정된 평균효과크기

 : 수정된 역변량가중치

동질성을 가정하고 모수효과모형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값을 유의수준 .05

에서 의 한계값과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 업무부담을 제외한 변인은 이질적인 집

단에서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질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들을

수정된 역변량 가중치를 사용하여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평균 효과크기를 다시 계산하

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질성 검정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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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변인  값
동질성 여부

( ≤ )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

18 0.328 208.467 이질

학습동기 6 0.273 11.129 이질

자기효능감 4 0.275 1.174 동질

대인관계 8 0.340 181.429 이질

직무특성 변인

15 0.191 2604.389 이질

과업다양성 8 0.198 26.354 이질

업무부담 2 0.148 0.016 동질

과업자율성 5 0.173 38.345 이질

전체 32 0.262 6615.339 이질

<표 III-3> 변인별 동질성 검정 결과

3) 효과크기 해석

이 연구에서는 Cohen(1977, 1988)의 기준에 따라 효과크기를 해석하였으며, 상관계

수의 효과크기는 .10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25이면 중간 효과크기, .40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단, 표준화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의 경우 [수식 9]에 따라 다

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로 변환하여 해석하였다(오성삼, 2002).

→  형 
  

 
[수식 9]

효과크기의 보다 정밀한 기준으로 해석을 위해 비중복 백분위 지수(percentiles of

nonoverlap:  )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규분포표에서 산출된 효과크기 값에 상응하는

값을 찾아 이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하여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각 변인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각각 모수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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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변인
고정모형



랜덤모형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

순위

변인

군 내
전체하한 상한

심리·

사회

적

변인

18 .328 .474 208.467* .0160 0.4428 .5053 68.08 - -

학습동기 6 .273 .292 11.12* .0201 .2525 .3314 61.40 2 2

자기효능감 4 .275 - 1.174 .0302 .2161 .3344 61.02 3 3

대인관계 8 .340 .307 181.429* .0523 .2049 .4099 63.30 1 1

직무

특성

변인

15 .191 .251 2604.389* .0135 .2249 .2780 59.87 - -

과업다양성 8 .198 .272 26.354* .0160 .2405 .3032 60.64 1 4

업무부담 2 .148 - 0.016 .0667 .0172 .2786 55.96 3 6

과업자율성 5 .173 .215 38.345* .0596 .0984 .3321 56.74 2 5

32 .262 .344 6615.339* .0103 .3244 .3649 63.30 - -

= 효과크기 수, *:    

<표 IV-4>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크기

1.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논문에서 총 32개의 효

과크기를 추출하였으며,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변인군

별 효과크기, 그리고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1)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효과크기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동질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 랜덤효과모형에 따른 수정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수정된 효과크기는 .344로 Cohen의 해석기준에 기반 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는 63.30%로 나타났고, 이는 무형식학습이 영

향 요인들로부터 13.30%만큼의 상승효과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동질성 검정

을 시행한 결과, 심리·사회적 변인군(  )과 직무특성 변인군(  )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동질성 검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랜덤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사회적 변인

군의 효과크기는 .474(  ), 직무특성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251(  )로

심리·사회적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큰 편이었으나 직무특성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2)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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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변인군 내의 변인들의 경우 자기효능감( )을 제외한 학습동기

(  ), 대인관계(  ) 변인의 경우 유의수준   에서 동질성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습동기와 대인관계 변인의 경우 랜덤효

과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사회적 변인군 내의 변인의 효과크기는 대인관

계가 .307(   )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습동기 .292

(   ), 자기효능감 .275(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학습

동기,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무형식학습 수준도 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변인

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무특성 변인군 내의 변인들 중 업무부담(  )을 제외한 과업다양성

(  )과 과업자율성(  ) 변인은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에

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직무특성 변인군 내의 변인의 효과크기는 과업다양성 .272(   ), 과업

자율성 .215(   )순이었고 업무부담의 경우 .148(   )로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에 대한 평균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적으로 심리·사회적 변인군 내의 개별 변인들이 직무특성 변인군 내의 변인들보다 효

과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직무특성

변인들보다 무형식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논의

이 연구는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의지나 통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일

상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

리·사회적 변인과 직무특성 변인으로 나누어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심리·사

회적 변인과 직무특성 변인의 평균효과크기는 다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사회  직무특성 ). Cohen의 기준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변인의 경

우 높은 수준의 영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직무특성 변인의 경우 보통 수준의 영향만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에서 직무특성 변인보다 사

회·심리적 특성이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연구(이민영, 2013; Nonaka, 1994)를

지지한다.

직무특성 변인군의 하위 변인인 과업다양성, 업무부담은 선행연구에서 무형식학습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업다양성이 중간 수준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무형식학습과 직무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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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기술다양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활동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무형식학습이 촉진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지형주, 2014; 최정

현, 2014). 반면에 이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변인 중 업무부

담 변인의 경우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데, Kwakman(2003)도 업무부담이 교사의

전문적 학습행동에서 개인적 학습과 교수 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협동적인 활동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업무에의 적응이나 어렵거

나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극복하는데 경쟁, 주변의 지원, 인격적인 만남, 멘토의 지

원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 측면의 요소가 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무형식학습의

하위 유형과 업무부담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이성엽, 2008; Marsick & Volpe,

1999).

직무특성 변인 중 과업자율성의 경우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무형식학습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직무특성과 무형식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경우 과업자율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이용도, 2003;

이진화, 김진모, 2006), 독일 경찰을 대상으로 연구한 Doornbos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과업자율성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결

과의 경우에도 Kwakman(2003)의 경우 과업자율성과 무형식학습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였으나, 김미애(2011)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최정현(2014)의 연

구에서는 외부탐색, 자기성찰의 경우 유의미했으나 타인과의 학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음이 도출되었다. 무형식학습과 직무특성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특성은 무형식학습에 보통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

지만 직종, 조직의 규모, 학습 방법 등에 따라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매개효과를 통해 무형식학습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무형식학습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일터학습에서 무형식학습이 차지하는 비중, 무

형식학습의 정의 및 개념, 무형식학습의 방법, 그리고 무형식학습의 영향요인에 대해

서 고찰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선행변인들이 실증적·이론적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각

영향요인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서로 상반된 결

론을 도출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무

형식학습의 각 영향요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일반적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무형식학습의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결론

과 교육훈련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사회적 변인이 직무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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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훈련 현장에서 무형식학

습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특성 변인보다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해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 직무특성 변인의 경우 직접적인 효과크기는 작

지만 직무특성 변인이 다른 변인을 매개로하여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문세연, 나승일, 2011; 지형주, 2014)를 고려할 때, 무형식학습과 직무특성의 관계에

서 보다 다양한 변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둘째, 심리·사회적 변인 중 대인관계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동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영향

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무형식학습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무형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경우 일터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학

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직무특성 변인은 전체적으로 심리·사회적 변인과 비교했을 때, 낮은 효과크기

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별 변인의 영향력 또한 보통 수준 혹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

만 직무특성 변인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Doornbos et al., 2008; Kwakman, 2003; 문세연, 나승일, 2011;

이용도, 2003), 직무특성 변인이 무형식학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직무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직종

이나 조직의 규모, 학습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빈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변인의 경우에도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무

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박혜선, 이찬, 2012), 무형식

학습의 영향 변인은 Kim과 McLean(2014)의 연구와 무형식학습을 개념화하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개인 특성, 관계 특성, 조직 특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에

따라, 직무특성 또한 독립적인 구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구인화하는 적절한 기준과 그에 따른 변인들을 구명하여 이 연구에

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무형식학습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과 같이 양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통

합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함께 비교·분

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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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연구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질적인 연

구는 현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수치화된 효과크기와 함께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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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n Antecedents of Informal Learning

Hyuntae Kim, Jin-mo Kim

The purpose fo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ntecedents of informal learning

through the method of meta-analysis.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12 studies

conducted from 2000 to 2014 and calculated over the 32 effect size from selected

studies.

First, the mean effect sizes were analyzed in overall and compared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and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As a result,

the effects siz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was higher than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in each of variable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was great, task burdens variables was the reverse. Results of the

analysing the mean effect size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and each

variable of them, every variable had higher than normal level of effect size. On

the other hand, in job characteristics, task variety and task autonomy had normal

level of effect size, task burdens had low level of effect size. Based on the result

of meta analysi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facilitating informal learn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kplace learning, informal learning, meta-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