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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 변인을 다룬 문헌들을 고찰함으로

서, 일터학습 조직특성 변인과 각 변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종합하고 추후 일터학습 관

련 조직특성 변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터학습 조직특성 변인 관련 연구 29편을 고찰하였으며,

참여와 권한위임,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혁신과 위험감수, 능

력주의와 보상, 비전 및 정보공유, 상사의 지원, 동료관계 등 10개의 주요한 조직특성 변인

을 구명하였다. 각각의 조직특성 변인이 일터학습과 갖는 관계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본

결과, 참여와 권한위임, 능력주의와 보상, 상사의 지원은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혁신과 위험감수는 엇갈리는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비전 및 정보공유, 동료관계는 실증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서, 엇갈리는 결과가 존재하는 변인들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터학

습의 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일터학습과 관련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일터학습에 대한 양적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 되는 말 : 일터학습, 조직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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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 HRD)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은 집합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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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교육훈련

방식은 적시에 일어나기 힘들며,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업무로 전이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개별 학습자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Rothwell, 2002). 이러한 전통적 교육훈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터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터학습은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때에 업무 또는 조직의 맥락 안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

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적 교육훈련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많은 연구자들이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시도를 하였는데, 정연

순(2005)에 따르면, 기존 일터학습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한다. 즉,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rrick(1998)은 일터학습 연구가 학습자의 자발성을

낭만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개별 학습에만 지나치게 주목하여, 학습의 역동성을 읽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인학습 연구의 한계와 과제가 일터학습 연구에도 역시 반영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터 조직의 환경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일과 조직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의 삶 그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olomon, Boud, & Rooney, 2006). 나아

가서 일터 조직의 환경은 구성원들이 일을 배우는 방법이나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일터 조직의 환경 차원에서 일과 관련된 학습 과정을 이해

하는 것은 조직과 그 구성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게 된다(배을규, 2007). 또한, 박은미(1998)는 개인특성 변인보다도 업무환경이 구성

원들의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는 조직의 구조, 풍토,

문화와 같은 조직특성 변인들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전통적인 학습의 큰 차별성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터학습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 특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 조직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간혹 이루어지고 있다

(Abbey, 1999; Enos et. al, 2003; Chiva-Gomez, 2004; Skule, 2004; 신동엽, 이지만, 1999;

문진수, 2005; 문세연, 2006; 이성엽, 2008).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변인들과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양적연구는 매

우 제한적인 실정이다(Clarke, 2005). 또한, 지금까지 개념적 또는 실증적으로 규명된 변인들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고 추후 연구

에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 변인을 다룬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서, 일터학습의 조직특성 변인과 각 변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종합

하여, 추후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HRD 현장에서 일터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일터학습의 조직특성 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2010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24편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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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되었다. 국내 문헌이 5편, 국외 문헌이 19편이었으며, 그 중 학술지 게재 문헌이 20 ,

석․박사 학위논문이 4편이었다.

국내 문헌을 검색하는데 있어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활용하였다.

일터학습의 조직특성 변인을 연구한 문헌을 추출하기 위해 상세검색에서 ‘전체’에 ‘조직’을 입

력하고 ‘제목’에 ‘일터학습’, ‘작업장 학습’을 입력하였으며, 일터학습이 1990년에 들어서야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는 정연순(2005)의 언급에 따라, 발행년도는 1990년에서 2010년으로 한정하였

다. 그 결과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 중에서 제목에 ‘일터학습’, ‘작업장 학습’을 포함하

며, 제목, 주제어, 발행처, 초록, 목차에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학위논문 7편, 국내 학술지논문

1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문헌의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관련성이 높은 연구 3편을 선정하

고, 선정된 3편의 참고문헌을 통해 2편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국내 문헌에서는 총 5편이 선

정되었다.

국외 문헌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Google 학술검색’과 ‘에메랄드’를 활용하였다. 출처를 두 검색 엔

진으로 한정한 이유는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과 같은 주요 학회지가 검색되며, 다른 검색

엔진에 비해 ‘workplace learning’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다수의 문헌들이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Google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에서 고급검색을 사용하여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에

‘workplace learning’, ‘work-related learning’ ‘learning at work’를 각각 입력하고,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에 ‘organization, environment, relationship'을 입력하였으며, 날짜는 ’1990년 - 2010년

‘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23편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Abstract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여

9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에메랄드(http://www.emeraldinsight.com)에서는 ‘workplace learning’,

‘work-related learning’, ‘learning at work’를 키워드로 하고 Abstract에 ‘relationship’을 포함하

고 있는 연구를 검색하였으며, 날짜는 ‘1990년 - 2010년’으로 하여 학술지만을 검색한 결과, 총

40편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Abstract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관련성이 높은 10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외 문헌에서는 총 19편이 선정되었다.

24편의 문헌을 통해서 선정된 10개의 주요한 변인과 일터학습과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는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관계’, ‘엇갈리는 결과 존재’, ‘실증 연구가 부족함’의 세 가지 분류를

활용하였는데, 실증 연구가 2편을 초과하고 모든 실증 연구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

은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관계’로 분류하였고, 실증 연구가 2편을 초과하지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변인인 경우 ‘엇갈리는 결과 존재’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증 연구가 2편 이하인

변인의 경우 ‘실증 연구가 부족함’으로 분류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일터학습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팀, 조직이 일터에서 형식적, 비형식

적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과 주변 환경 및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지

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문세연, 2006).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에서

는 일터학습, 국외 문헌에서는 workplace learning으로 명명되는 것으로 개인과 조직의 발달

을 위하여, 업무현장에서 조직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의 과정으로서 형식적, 무형식적, 우연적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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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특성

조직특성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 문화, 풍토 등으로 구성된 조직특성이 학습이 일어

나는 일터에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습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진화, 김진모,

2006).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념적 모형, 질적 연구,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일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조직의 구조, 문화, 풍토적 특성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국내의 경우 ‘일터학습’, 국외의 경우에는 ‘workplace learning, work-related

learning, learning at work’으로 검색한 문헌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외

에 informal learning, incidental learning, learning on the job 등의 유사 용어들이 사용된

문헌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검색 사이트마다 고급검색의 기능이 상이하

였기 때문에, 그 속성에 따라 다른 검색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RISS, Emerald의 경우, 포

괄적인 조건을 통해 검색된 연구물들을 다루었지만, Google의 경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검

색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헌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일터학습과 관련

된 문헌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요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지만, 3개의 문헌 검색 사이

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연구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II. 일터학습

1. 일터학습의 등장배경 및 의의

일터학습은 비록 1990년에 들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정연순, 2005), 인류가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인류역사와 끊임없이 함께 해왔다. 즉, 일과 학습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사람은 일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해왔다(Gray, Cundell, Hay,& O'neill, 2004). 원시시

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과 학습과 삶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일터가 곧 학

습의 장이었고, 그것이 곧 삶이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업이라는 생산 체계는

효율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노동자에게 한정된 지식과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노동자의 지적 능력이

일에 개입되는 것을 제한하였다(정연순, 2005). 이러한 단순 반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추구가

기존의 일터학습을 일터 밖으로 끌어내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시킨 것이다(임재원, 이

찬, 2010). 하지만, 이러한 훈련 방식은 실연이나 실례를 중심으로 일정한 순서를 단순히 되

풀이함으로써 훈련을 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

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현장의 장비와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장을 벗어나서

실시되는 훈련은 비용 상의 문제와 전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기업

으로 하여금 기존의 전통교육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방법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현장교육은 교육훈련의 전이(transfer)를 강화시킨다는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의 이론적 고찰

- 31 -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여 필수적으로 습득

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체계화된 현장교육(Structured OJT)이었다. 이는 사전에

설계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OJT와 차별성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현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훈련개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에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Drucker, 1994)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큰 변

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즉, 노동력과 자본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곧

지식과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경제발전과 조직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였음

을 의미하는 것이며(김진모, 2004), 지식의 습득이자 생산 활동인 학습이 노동의 중요한 요

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정연순, 2005).

이에 따라 기존의 훈련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습행위들이 요구되었고, 인적자원개발에서도

훈련에서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존 훈련 중심 패러다임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조

직의 인적자원 개발 기제를 통해 기본적 역량의 육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일터 현장에서의 학습이 갖는 내적 속성인 비형식성, 학습자의 주도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비판적 성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안동윤, 2006). Rothwell(2006)은

인적자원개발(HRD)이 국가와 조직의 사업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 왔다고 언급하며, 이를 6

세대(generations)로 정리하여 HRD분야의 6세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도 훈련에서 학습으

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1세대(Training & Development)는 업

무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훈련(training)에만 초점을 맞추고, 2세대(Human

Resource Development)는 훈련 뿐 아니라 경력개발과 조직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인적자원

개발의 개념이 정립된 시기이다. 3세대(Human Performance Improvement: HPI)는 수행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훈련 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론을 더욱 넓힌 시기이며, 4세대(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WLP)에

서는 처음으로 학습(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서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WLP는 인간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과 다른 개

입방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시점이 훈련에서 학습으로의 패

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며, 집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적 교육훈련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그 대안으로 일터에서 적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전이를 높일 수 있는 일터학습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일터학습은 정형화된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우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일터학습이 실제 교육성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Georg

Spöttle(2004)는 유럽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과 중,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일터학습이 교육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터학습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일터학습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며, 사회적 요구에 의해 사라졌다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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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요 시 여기고 있는

점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고,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형식적인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구분에 의한 형식적 학습과, 우연적 학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

이다.

2. 일터학습의 개념과 특징

조직에서의 학습에 있어 일터학습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일터학습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일터학습에 대한 개념은 정의내리기 어려우며, 다양

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Matthew, 1999)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

터학습의 개념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터학습에 대한 정의는 개념에 접근하

는 시각 차이, 즉 개념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일터학습을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내린 학자들이 있다. Boud

와 Garrick(1999)은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일터학습을 정의하였는데, 그들은 일터학습을

근로자의 현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뿐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

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Rothwell, Sanders와 Soper(1999)는 일터학습이

란 업무 환경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고 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공

간에 초점을 두었고, 유평준과 권혁일(2000)도 일터학습을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

습활동을 이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변 환경 및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일터학습을 정의한 학자들이 있는데,

Billett(1994)은 일터학습을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숙련된 동료나 상사의

도움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Cunningham(1998)은 일터학습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특히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

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일터학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진수(2005)는 일

터학습을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을 축적해

나가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여, 위의 두 연구자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학습 유형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일터학습을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Shipton,

Dawson, West와 Patterson(2002)은 일터학습은 형식적 학습과 무형식적 학습의 역동적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Marsick과 Watkins(1990)는 일터학습을 형식적, 무형

식적, 우연적 학습으로 나누고 학습 간에 상호적이고 맥락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세연(2006)은 일터학습을 개인, 팀, 조직이 일터에서 형식적, 비형식적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신과 주변 환경 및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

무에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Marsick과 Watkins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한편, 문세연(2006)은 일터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일터학습이

지니는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주도적인 학습자, 학습장으로서의 일터, 개인 또는 조직간 상

호작용을 특성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주현미(2007)는 일터학습이 업무 현장에서의

경험, 형식/무형식/우연적 학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 학습자의 주도성, 조직의 특성

과의 관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책 구명, 개인과 조직의 발달 등 여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하였고, 임재원과 이찬(2010)은 일터학습이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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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성을 강조한 학습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볼 때, 일터학습은 개인과 조직의 발달을 위하여, 업무현장에서 조

직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의 과정으로서 형식

적, 무형식적, 우연적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일터학습의 유형

일터학습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시도와 함께, 유형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유형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Jacobs와 Park(2009)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터학습 관련 연구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터학습의 주요한 관점과 그에 따른 유형들을 <표 Ⅱ-1>과 같이 정

리하였는데, 주요한 유형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rsick과 Watkins(1990)는 일터학습을 형식학습(formal learning), 무형식학습

(informal learning), 우연적 학습(incidental learning)으로 구분하고, 형식학습은 별개의 계획

된 사건, 무형식학습은 교실기반이 아니고 고도로 구조화되지 않은 학습, 우연적 학습은 의

도하지 않은 부산물로 정의하였다. 반면, Billett(2001)은 일터를 무형식적 학습환경이라고 규

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는 결코 무형식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

며, 업무는 기본적으로 형식성을 지님과 동시에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일터학습을 형식학습, 구조화된 학습, 일터에서의

목적 지향(Goal-directed) 활동으로 구분한 바 있다.

Colley, Hodkinson과 Malcom(2003)은 일터학습을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비형식학습

(nonformal learning)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각 학습활동의 형

식성(formality)과 무형식성(informality)을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Sambrook(2005)은 Work-related learning을 ‘일터에서의 학습(learning at work)’과 ‘업무 안

에서의 학습(learning in work)’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를 계획적인 교육훈련과 교육 활동

과 관련된 학습으로, 후자를 관찰, 질문,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코칭 등의 활동

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으로 보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맥락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lkjaer와 Wahlgren(2006)은 일터학습을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 그리고 더욱 형식적인 학습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일터학습의 유형들을 보면,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

고, 두 유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형

식학습은 제도적으로 지원되며, 계획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로 실제 업무 상황에서 떨

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무형식학습은 주로 학습을 일차적인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며, 집단문제해결, 가설 검증, 멘토링, 코칭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위의 두 분류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안한

Jacobs와 Park(2009)도,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으로의 분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에서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은 일터학습의 분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특정한 활동으로부터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정의되는 우연적 학습은 간헐적으로 등장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미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학자들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터

학습과 관련된 실증 연구(문세연, 2006)에서 우연적 학습을 일터학습의 하나의 구인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변인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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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연도 관점 유형

Watkins & 

Marsick
1990

형식적, 무형식적, 우연적 학습으로 정의된 

일터학습

▪ 형식적 학습(훈련): 별개의 계획된 사건

▪ 무형식적 학습: 교실 기반이 아니고, 고도로 

구조화되지 않음

▪ 우연적 학습: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 (by-product)

Barnett 1999
학습(Learning)은 일(work)에 내재되어 

있고, 일은 학습에 내재되어 있음

▪ 학습과 일 사이의 상호관계는 수준(조직적, 

개인적)과 방식(형식적, 무형식적)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Boud & 

Garrick
1999

일터학습에 대한 정확한 정의보다는 

그것의 목적을 제시하였음

▪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행을 개선하는 것

▪ 학습자의 이익을 위해 학습을 개선하는 것

▪ 사회적 투자로서 학습을 개선하는 것

Billett 2001

실제 업무는 활동을 구조화하며,  

직무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결정함

▪ 형식적 학습

▪ 구조화된 학습

▪ 일터의 목적 지향(Goal-directed) 활동

Evans & 

Rainbird
2002

일터학습은 다양한 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을 포함하고 있음. 그 학습들은 

직원의 요구 뿐 아니라 조직의 요구에도 

연결되며, 일터를 통해 접할 수 있음

▪ 업무 기반의 정도와 기초의 정도 (준학사와 같은 

고등 교육)

▪ 비형식 학습 기반 학습 (국가 산업 자격증, 

업무와 지역사회 경험을 통한 학습)

▪ 일터를 통한 계속적 비형식 학습 기회에의 

접근(온라인 학습)

Colley, 

Hodkinson, & 

Malcom

2003

일터학습은 형식적, 무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모든 

학습 상황에서의 특징을 형식성과 

무형식성으로 측정하는 것을 제안함

▪ 형식적 학습

▪ 무형식적 학습

▪ 비형식적 학습

Hodkinson & 

Hodkinson
2004

일터학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일터학습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없으며, 실제로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단지 

몇 가지의 일터학습 유형만이 일터학습의 

명확한 정의에 있어 민감함

▪ 타인들도 알고 있는 계획된 학습

▪ 기존의 실행공동체로의 사회화

▪ 기존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도된 학습

▪ 현재 관행의 비계획적인 개선

▪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한 계획/의도된 학습

▪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한 비계획적 학습

Clarke 2005

일터학습은 형식적, 현장 외(off the job)의 

계획적 학습, 독립적 현장(on-the-job) 

학습, 그리고 그룹 현장 학습임

▪ 현장 외의 형식적이고 계획된 학습

▪ 개별적(Independent) 현장 학습

▪ 그룹 현장 학습

Sambrook 2005

Work-related learning은 Learning at 

work(더욱 형식적인 교육이나 훈련 

활동)와 Learning in work(업무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식적인 과정)를 포함함

▪ 교육이나 훈련과 같이 형식적인 제공물

▪ 업무 활동에 내재된 무형식적 과정

Elkjaer & 

Wahlgren
2006

일터는 무형식적, 우연적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것들에 

형식적 교수와 가이드 활동을 조합하여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 무형식적 학습

▪ 우연적 학습

▪ 더욱 형식적인 학습

Jocobs & 

Park
2009

일터학습은 실제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양식들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개념화되어야 함

▪ 학습의 장소(On/Off the Job) 

▪ 계획의 정도

(Structured/Unstructured)

▪ 교육훈련 담당자/촉진자의 역할

(Active/Passive)

*자료: Jacobs & Park. (2009). A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of workplace learning: Implications

for theory development and research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8(2). 133-150에서 재구성

<표 Ⅱ-1> 일터학습에 대한 관점 및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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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

일터학습은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고유한 특성, 즉 조직이 가진 고유한 구조와 조직문화

등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Illeris, 2004), 그에 따라 학습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은 학

습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문진수, 2005). 또한 학습의 과정에서 조직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황을 제공하는 적극적

인 역할을 행한다(Nonaka, 1994). 특히 일터학습에서는 개개인의 학습을 중시하면서도 각 개

인과 이해관계자, 동료,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임재원, 이찬,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터학

습을 이해함에 있어 조직특성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조직특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Ranson, Hinings와 Greenwood(1980)는 기

업의 조직특성을 목표지향적 활동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조직화하는 방법, 즉, 상호작용, 조

정, 과업행위 등의 조직 활동 관계에서 인적 요소를 조직화하는 방법이고 인간 활동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출 및 재창조되며,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복잡한 매개체로 정의하

고 있다. 신유근(1985)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준이 아닌 조직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서, 조직특성은 조직의 구조적․관리적․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며, 조직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조직의 형태적 변수를 말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Fried와 Ferris(1987)는 기업의

조직특성을 최고경영자에서 하부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의 오랜 경험과 노

하우에서 축적되어온 조직문화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특성은 조직 전체가 추구하

는 목표와 방침,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직

특성의 정의들의 공통점은 조직의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행위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조직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 조직이 함께 일함으로

써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조직논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지시하고

조절하는 것이다(Moorhead & Griffin, 1992).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특성인 인성을 보면 사람의 행위와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조직의 특성을

알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와 태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동 양상과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신유근,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은 학습장의 특성을 의미하며, 기업의 조직

특성은 학습의 구조적 맥락 혹은 학습 환경으로 작용한다(정연순, 2004). 즉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 문화, 풍토 등으로 구성된 조직특성이 학습이 일어나는 일터에 종합적으로 작용

하면서 학습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이진화, 김진모, 2006).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검색을 통해 도출된 문헌들의 고찰하여 밝혀진 변인

들 중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문헌을 통해 밝혀진

변인들은 총 48개였으나, 그 중 중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사례 연구나 양적 연구와 같은

실증 연구가 이루어진 10개의 변인들을 선정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들을 통합하였

다. 선정된 변인은 참여와 권한위임,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혁신과 위험감수, 능력주의와 보상, 비전 및 정보공유, 상사의 지원, 동료관계이다(<표 Ⅲ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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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참여와 권한위임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혁신과 위험감수 능력주의와 보상

비전 및 
정보공유

상사의 지원 동료관계

Robin, Peter, 
& Richard

(1995)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혁신 -신뢰

Abbey
(1999) -참여와 권한위임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
-외부환경과의 
접촉 -혁신과 위험감수 -피드백과 보상 -비전공유

Bryans & 
Smith(2000) -개방성 -불확실성 -관계

Russ-Eft
(2002) -활용의 기회 -상사의 지원

-상사의 제재 -동료의 지원

Enos, 
Kehrhahn, 

Bell
(2003)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Coetzer
(2003)

-학습기회
-학습을 위한 
지원

-학습 격려

Chiva-Gomez
(2004) -참여와 권한위임 -열린 의사소통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향하는 문화

-혁신적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역량

-위험감수

-조직에 대한 
이해 -헌신적인 리더십

Skule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우수한 피드백
-외부 전문가와의 
접촉

-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

-수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

-능력에 대한 
보상

-학습을 위한 
경영진의 지원

Yeo(2005) -효과적인 리더십

Clarke
(2005)

-권한위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권한위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특정 유형의 
학습 기회

-성찰과 
직무도전에의 
지원

Lohman
(2005)

- 내용전문가 
비접근성

Periune(2007) -동료관계
Berg & 
Chyung
(2008)

-금전적 보상

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동료 피드백의 
가능성

신동엽, 
이지만(1999)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문진수(2005) -참여와 권한위임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

-외부환경과의 
접촉 -혁신과 위험감수 -피드백과 보상

-비전공유
-정보공유

문세연(2006) -의사소통 -능력주의
이진화,김진모

(2006) -개방적 의사소통

이성엽(2008) -상사의 지원

<표 Ⅲ-1> 연구자별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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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특성 변인별 연구동향

1) 참여와 권한위임

Wenger(1998)는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야 말로 일터학습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구성원들

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는 그들로 하여금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직원들

의 몰입을 유도한다. 직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게 만든다.

Chiva-Gomez(2004)은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학습이

가장 활발한 2개 회사의 공통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참여와 권한위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Abbey(1999)는 조직특성이 일터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참여와 권한

위임을 주요한 조직특성의 하나로 보고 양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며, 6가지 조직특성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진수

(2005)는 Abbey의 연구에서 설정한 조직특성 변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가지 변

인들로 재설정하고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Abbey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여와 권한위

임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β=.281, p<.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Clarke(2005)는 건

강관리(Healthcare) 조직에서의 일터학습 환경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터학습의 결과물을 절차적 지식의 습득 정도로 설정하고, 5가지 일

터학습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권한위임과 의사소통(β=.273)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조직 내에서 직급이나 개인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Abbey, 1999). 이러한 요소가 활성화된 조직에서는 문제

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그러

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문진수, 2005). Kyndt, Dochy, 그리고 Nijs(2009)는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비형식적, 무형식적 일터학습을 위한 학습조건의 존재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습조건의 유형을 파악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communication and

interaction)이었다.

Abbey(1999)는 조직특성이 일터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열린 의사소

통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신동엽과 이지만(1999)은 린생산

체제(lean production system)에서 노동자들의 기술학습과 주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

였는데, 연구자가 직무 내적인 요인으로 설정한 네 가지 변인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기술학

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ule(2004)은 개인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일터학습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

을 촉진하는 7가지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피드백이었다. 또한, 문세연(2006)은 중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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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에서의 일터학습의 관련 변인과 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인구통계학

적 변인(성별, 학력, 직급, 직무), 학습자특성 변인(학습능력, 학습동기, 호기심, 자아존중감,

통제위치), 조직특성 변인(집권화, 공식화, 능력주의, 의사소통) 중에서 의사소통이 일터학습

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0.57, p<0.01)를 보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β=2.29, p<.01)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진수(2005)의 연구에서는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와 일터학습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r=.473)으로 나타났지만,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

가 일터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β=.022)으로

나타났으며, 일터학습의 관점에서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한 이진화, 김진모

(2006)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β=0.059)으로

밝혀졌다.

3) 외부환경과의 접촉

일터에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협동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환경과 지속

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조

직은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성공 사례를 벤치

마킹함으로써 조직의 경영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으로 하여금 조직 내

부에 존재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학습자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문진수, 2005). Lohman(2005)의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들의 무형식적 일터학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내용전문가와의 접근성 부족(inaccessibility of subject

matter experts)’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Abbey(1999)는 외부환경과의 접촉이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직특성 변인 중

하나로 보고 양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조건에서 외부환경과의 접촉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ule(2004)의 연구에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접촉이 학습을 촉진하는 7가지 특성들 중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과 함께 일터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진수(2005)의 연구에서는 외부환경과의 접촉이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으나,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Abbey의 선

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4) 학습기회 제공

일터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조직이 직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또는 무형식적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터학습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Coetzer(2003)는 직원들의 무형식적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환경에 관리자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는 의식적으

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의 입장에서 일

터학습이 가장 잘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학습기회 제공(offering learning

opportunities)을 꼽고 있으며, 그 학습기회의 세부 항목으로는 도전적인 업무 활동, 위임, 용

역과제, 학습을 위한 시간이 있었다. 또한, Russ-Eft(2002)는 일터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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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업무 환경 요인 중 활용 기회(opportunity to use)를 제시하고 있었다.

Clarke(2005)는 건강관리 조직에서의 일터학습 환경과 학습 결과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터학습 환경에서는 독립적 무형식 학습의 기회 제

공하는 것이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β=.301, p<.01)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도전과 성

찰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β=.421, p<.01)으로 밝혀졌다.

5) 개방성

Bryan과 Smith(2000)는 지식 기반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훈련과 개발을 넘어서는 개념으

로 일터학습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7가지 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개방성(openness)을 꼽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개방성은 장애물을

인식하고 제거하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성은 다양한 용어로 일터학습에 관련된 조직특성 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Chiva-Gomez(2004)는 4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학습을 촉진하는 특성을 파악한 결과,

조직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개 회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향하는 문화를 가

지고 있음을 밝혔다. 나머지 조직들은 비판적이거나 의문을 갖는 등의 실험적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격려하지는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Markpuller라는 조직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험, 혁신적 제안 등에 대해 격

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Robin, Peter와 Richard(1995)는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Research Advisory Council(ANTARAC)을 대표하여 무엇이 일터를 효과적인 학습

환경으로 만드는지와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새로운 아이

디어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trust and openness to new ideas)이었다.

Skule(2004)은 양적 연구를 통해서 수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B=.086, p<.01)과 변

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B=.070, p<.01)이 무형식적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조직특성 변인임을 밝혀냈다.

6) 혁신과 위험감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해 낼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일터는 학습 실험실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도전은 종종 실패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조직의 경쟁우의를 이끌어나갈 새

로운 지식이나 기술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개인 또는 팀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도록 조직이 격려할 때 학습은 더욱

촉진된다(문진수, 2005). Yeo(2005)는 조직에서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제

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념화를 꼽으며, 사람들은 혁신적 환경에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

Chiva-Gomez(2004)는 조직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를 밝히는 연구에서 조직 학습이 잘 이

루어지는 조직은 혁신적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역량(open to and capacity for innovative

change)과 위험 감수(accepting risks)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ryans와

Smith(2000)는 교육훈련(training)과 개발(development)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일터학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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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일터학습에 있어 중요한 7가지 요소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확

실성(uncertainty)이었다.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미래 지식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

확실성을 이해하고 그것과 맞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하였다.

Abbey(1999)는 혁신과 위험감수를 무형식적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 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진수(2005)도 혁신과 위험감수를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직특성 변인으로 설정하고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상관관계에서는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r=.465, p<.001)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β=.043)으로 나타났다.

7) 능력주의와 보상

능력주의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근거로 승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정범구

이재근, 2002). 능력에 의해 평가 받거나, 학습에 의한 향상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문화나 특

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일터

학습과 일터학습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

Skule(2004)는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조건 중 업무와 조직적 요소의 하나로 능

숙함에 대한 보상(rewarding of proficiency)을 들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거나, 더욱 흥미로

운 직무나 높은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능숙함에 대한 보상과 일

터학습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능숙함에 대한 보상은 일터학습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B=.036, p<.05)으로 나타났으며, 문진수(2005)의 연구에서도

피드백과 보상 특성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세연

(2006)은 조직특성을 구조적(structural)특성과 구조화(structuring)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은 공식화와 집권화, 구조화 특성은 능력주의와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일터학습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능력주의는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r=.57, β=.15)으로 나타났다.

한편, Berg와 Chyung(2008)은 125명의 일터학습과 수행향상 전문가(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rofessionals)를 대상으로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10

가지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7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금전적 보상이 가

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

라는 측면에서, 위의 결과와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8) 비전 및 정보공유

Senge(1990)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집단적 몰입이야말로 학습조직의 중요한 특성임을 강

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공유는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중요

한 경로가 된다(문진수, 2005). 따라서 비전 및 정보공유는 일터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한 변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Chiva-Gomez(2004)는 조직적 학습을 촉진하는 15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에서 조

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knowledge of the organization's

objectives and strategies, ready access to information)이 조직 학습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

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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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의사소통

하는가?, 모든 유형의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Abbey(1999)는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들을 양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비전공유가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진수

(2005)의 연구에서는 Abbey의 연구에서의 비전 공유 변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비전 공유와

정보 공유로 나누고 일터학습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비전공유(β=.229, p<.001)는 일터학습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유(β=.08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상사의 지원

상사의 지원은 상사가 실제 직무에서 학습을 사용할 것에 대한 강화를 제공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직원들이 학습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상사가 돕는 것, 직

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 훈련받은 행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제공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uss-Eft, 2002).

Russ-Eft(2002)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일터학습과 전이에 미치는 교육훈련 설계와 업무 환

경 요인의 유형을 탐색하였는데, 상황적 요인 중에서 상사의 지원이 일터학습과 전이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nos, Kehrhahn와 Bell(2003)은 비형식학습과 전이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학습전이 풍토, 비형식학습 수준, 학습전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습전이

풍토를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 및 조직의 지원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비형식 학습의

수준과의 상관성을 검증한 결과, 상사의 지원이 비형식 학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iva-Gomez(2004)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밝히기 위해서 4개 조직의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조직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 조직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은 두 개의 조직에 비해

헌신적인 리더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eo(2005)는 조직에서 학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 효과적인 리더십(effective leadership)을 들며, 리더의

강력한 참여적 접근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습에 동기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10) 동료관계

Holton, Bates와 Seyler(1997)는 동료의 지원을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직무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강화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움을 제

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Russ-Eft(2002)는 문헌 고찰을 통해 동료의 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와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eriune(2007)은 암묵적 지식을 명료화하고 전체 조직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동료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

시하였는데, IDP라는 프린트 회사의 직원 5명을 대상으로 Semi-Structured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믿음, 암묵적 지식, 대화, 사이즈, 주파수, 암묵적 지식의 방아쇠, 두려움이라는 7가

지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는 대화를 촉진하는 신뢰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

게 하는 전문성이 동료 관계(peer relationship)를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동료 관계를 통해서

만 가치 있는 의미형성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며, 동료 관계의 맥락에 의해, 또는 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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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의미형성(sensemaking) 과정이 일터에서의 암묵적 지식의 축적과 전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Enos, Kehrhahn와 Bell(2003)는 무형식학습 수준과 학습전이 풍토의 상관성을 검증

하기 위한 연구에서 동료의 지원을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무형식 학습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직특성 변인 종합 및 논의

1) 조직특성 변인 종합

조직특성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사례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와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각 변인들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이 여러 변인들에서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

으며, 이는 그만큼 일터학습의 조직특성 변인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인은 참여와 권한위

임, 능력주의와 보상, 비전 및 정보공유, 그리고 상사의 지원이었다. 한편, 의사소통, 외부환

경과의 접촉, 그리고, 혁신과 위험감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 있어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하나 이하의 실증 연구가 존재하는 변인으로

는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동료관계가 있었다(<표 Ⅲ-2> 참조).

변인
일터학습과 유의미한 

관계
엇갈리는 결과 존재 실증 연구가 부족함

참여와 권한위임 √

의사소통 ◈

외부환경과의 접촉 ◈

학습기회 제공 ¤

개방성 ¤

혁신과 위험감수 ◈

능력주의와 보상 √

비전 및 정보공유 ¤

상사의 지원 √

동료관계 ¤

<표 Ⅲ-2> 일터학습 조직특성 변인 종합

2) 논의

위의 일터학습 조직특성 변인 종합에서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변인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Abbey(1999), 신동엽, 이지만(1999), Skule(2004), 문세연

(2006)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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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2005), 이진화와 김진모(2006)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일터학습에 대한

측정에 차이가 있다. 문세연, Skule의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을 촉진하는 주요 행동들의 수준’

을 통해 일터학습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문진수의 연구에서는 ‘학습을

촉진하는 일터의 환경의 수준’을 통해 일터학습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문세연의 연구가 활

용한 일터학습 측정도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직원들에게 사용

법을 교육한다.’, ‘우리 조직은 직원들이 서로의 직무경험을 나누도록 장려한다.’ 등의 문항들

로 구성되어, 일터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면, 문진수의 도구에서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나

는 직장에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얻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실제 일터학습 활동의 정도보다는 일터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환경

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문진수

(2005)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Abbey(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연구는

같은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두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문진수의 연구는 한국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계적인 구조를 중

요시하는 문화적 특성 상,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라는 요소는 일터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외부환경과의 접촉 변인과 관련하여, Skule(2004), Abbey(1999)의 연구에서는 외

부환경과의 접촉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진수(2005)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표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데, Abbey(1999)의 연구는 Fortune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0명을 표집한 것에

반해, 문진수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부환경과의 접촉 변인

은 일터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환경

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핵심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특

정을 갖는 산업 유형의 경우, 기업 간 경쟁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여 다른 기업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제한적인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효과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위험감수와 관련하여, Abbey(1999)의 연구에서는 혁신적 위험감수가

무형식적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문진수의 연구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 또한 위의 외부환경과의 접촉 변인에서 언급한 상황과 유사하게 해석

해볼 수 있다.

IV.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1)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일터학습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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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터학습의 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과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측정방법이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즉, 일터학습을 촉진하는 주요 행동들의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와 학습을 촉진하는 일터의

환경의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터학습에 포함되는

개념 중 무형식학습과 관련하여, 문세연(2010)은 무형식학습의 측정방법은 무형식학습 유형

별 빈도 측정, 무형식학습 행동에 대한 참여도 측정, 무형식학습 촉진환경에 대한 측정, 무

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측정, 특정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습득

한 학습방식 측정, 무형식학습 목적 달성 정도 측정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인해, 같은 관련변인도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게 된다. 한편,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는 곧, 일터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터학습의 정의와 관련하여 Colley, Hodkinson와

Malcom,(2003)은 무엇이 무형식, 형식학습을 구성하는지, 또는 두 개념 사이에 경계가 무엇

인지에 대한 완벽한 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Clarke(2005)는 실제로 무엇이

일터학습의 개념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

였다. 따라서,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일터학습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그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일터학습과 관련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가 같은 도구를 활용했지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

데, 이는 문화적 차이가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Hofstede(2001)는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문화간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가지 변인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Jacobs와

Park(2009)은 일터학습의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인종, 또는 이문화 선호도

가 일터학습의 개념적 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HRD에

많은 학자들이 점차 문화간 차이(cross-cultural differences)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문헌들을 종합하여 10개의 주요한 변인이 도출되었는데, 해당 변인

들은 주로 조직문화, 조직풍토 및 조직분위기와 관련된 변인들이었다. 한편, 조직특성은 조

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 문화, 풍토 등으로 구성된다. 즉,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일터학습의 수준이나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산업유형이나 조직의 크기, 구성원의 수, 매출액, 순이익 수준에 따라서도 일터학습

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세연(2010)은, 한국의 상황에서 대기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구성된 체계적인 형식적 학습을 통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만,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식학습이 주요한 학습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유형에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일터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적응과 지식창출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변화와 학습에 둔감한 산업유

형도 존재한다.

넷째, 일터학습에 대한 양적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일터학습과 관련된 양적연구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로서

수집된 양적 연구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

되고 있는데, 특히 Skule(2004)은 일터학습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질적 연구이

거나, 특정 조직이나 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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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양적연구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메타분석

과 방법을 통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HRD 현장에의 시사점

새롭게 일터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직은 위에서 일터학습과 유의

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진 3가지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여와 권한

위임, 능력주의와 보상, 상사의 지원과 같은 변인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터학습을 촉진

하는 조직특성 변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참여와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Lohman(2000)의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이 잘 일어나

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업무권한이 적은 점으로 도출된 점을 봤을 때, 조직에서의 일

터학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많은 조직들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더욱 많은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팀장과 매니저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님’ 호칭을 생략

하도록 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일터학습을 촉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종선(2011)의 연구에서는 권한위임이 무형식학

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이나 학습동기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즉, 권한위임이 높으면,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무형식학습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일터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통해 권

한위임을 높이려는 시도와 함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를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능력주의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개인 또는 팀의 능력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직급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을 갖던 Pay band를 직급

간에 오버랩이 생기도록 하여, 과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대리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찮

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H중공업에서는 승진의 기준을 근속년수에 두지 않고, 근속하는 기

간 동안 적립한 포인트에 기준을 두고 있다. 포인트는 연말 고과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추

가적으로 업무 실적, 업무와 관련된 자격 및 교육 실적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학습에 동기화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외재적 보상 뿐 아니라, 내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내재적 보상은 Caudron(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

는 1,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인지를 조사한 결과, 첫

째도 인정(recognition), 둘째도 인정, 셋째도 인정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보상의 방법에는 사

소한 감사의 표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Stephen & Timothy, 2008).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보상과 피드백을 적용함으로서, 일터

학습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사의 지원 또한 일터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이었

다. 일터학습은 개인의 학습에 대한 요구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지만, 조직의 맥락적인 상황

에서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 개인에게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상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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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조직에서도 직속 상사 또는 구성원이 속해 있

는 팀의 팀장이 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사의 지원을 향상시

키기 위한 시스템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팀장 또는 리더의 평가에 ‘부하

직원에 대한 학습과 교육 투자 및 지원’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며, 360도 다면평가에

학습에 대한 상사의 지원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지원이 팀

장 또는 리더의 선택사항이나 성향의 속성이 아닌, 필수적인 업무로 규정된다. 한편, 일터학

습이 가지는 강점은 학습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하고, 성찰하게 된다는 점

이다. 즉, 상사는 일터에서의 학습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학습한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갖는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위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일터에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

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센티브를 지

급하거나, 주요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상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사

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조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2. 결론

이 연구는 일터학습 관련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일터학습과 관련된 조직

특성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매우 다양한 변

인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가지 주요

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종합해본 결과, 참여와 권한위임, 능력주의와 보상, 상사의 지원은 일

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혁신과

위험감수는 엇갈리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학습기회 제공, 개방성, 비전 및 정보공유, 동료관

계는 실증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HRD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첫째, 일터학습의 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고, 둘째,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일터학습과 관련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셋째, 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터학습에 대한 양적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는 참여와 권한위임, 능력주의와 보상, 비전 및

정보공유, 상사의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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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erature Review on Organizational Predictors of Workplace Learning

Jin-mo Kim, Jong-su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mmarize organizational predictor of workplace

learning and empirical studies of the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of workplace learning. We reviewed relevant 29 studies from

1990 to 2010, and identified 10 organizational predictors such as engagement and

empowerment, communication, connection to external environment, offering learning

opportunities, openness, encouragement of renovation and risk-taking, rewarding of

proficiency, sharing vision and information, managerial support, pee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by relationship with workplace

learning, engagement and empowerment, rewarding of proficiency, and managerial

support were categorized to having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orkplace learning,

communication, connection to external environment, and encouragement of renovation and

risk-taking were categorized to having mixed results, and offering learning opportunities,

openness, and sharing vision and information were categorized to having limited

empirical studies, and we offered discussion about predictors having mixed result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d four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First, the study

synthesizing measurement of workplace learning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Second, the study identifying dynamics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according to cultural

context need to be conducted. Third, further organizational predictors need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Forth, empirical studies on organizational predictors of

workplace learning need to be consistently accumulated.

Key words : workplace learning, organizational predi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