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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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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터에서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

도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 40개 기업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57명의 유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무형식 학습 활

동 정도는 학습전이,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무형식 학습 활동 중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의 정도는 학습전이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 간 사회적 네트

워크 접근성 정도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는 무형식 학습 활동의

타인과의 학습과 학습전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

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학습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해 관계주도성, 정보수집,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유

연한 사고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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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정보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은 가변적이고 개별화되어가는 지식과 정보에 바

탕을 둔 전문성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과 학습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배을규, 2009).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상의하달식의 ‘훈련’에서 자기주

도적인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장원섭, 심우정, 2005; Bierema,

2001), 이는 국내 기업체 수의 99%, 상시근로자 수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 근로자를 위한 학습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중소기업중앙회, 2009). 요컨대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부실한 상황이어서(문세연, 2010), 근로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학습 요구를 해결하는 무형식 학습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인적자

원개발을 위한 최적 방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무형식 학습은 대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활동, 회의 참여, 휴식 시간을 통해서 일어

나며, 학습의 장소도 사무실과 같은 특정 장소를 넘어서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생활공간에

서 일어난다(Marsick, Watkins, Callahan, & Volpe, 2009). 나아가서 학습자는 직무 관련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조직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터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 구조, 대상을 반영한 실천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

하는 가운데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배을규, 2007). 즉, 학습자는 일터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하여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 타인과 직·간접적인 상호

작용, 외부 지식과 자원의 탐색 등을 통해 학습 활동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무형식 학습 활동은 실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에 반하여, 기업은 여전히 구성원의 학습 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을 교수자 중

심의 교육훈련과 같은 형식 학습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Cross, 2007). 그나마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형식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터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의 즉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식 학습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일터에서 학습은 실제적인 업무와 연계되고, 개인 및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야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는 학습 활동 성과

와 실제 업무 성과의 연계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영섭, 권대봉,

2003; Broad, 2005). 학습전이는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자 결과로서 수행한 학습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

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과 정도, 즉 학습전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무형식 학

습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기존의 학습전이 연구는 주로 교수자 중심의 형식 학습에 치중하여 일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식 학습 활동의 학습전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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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s, 2001; Burns, 2008).

한편, 무형식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는 환경으로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Marsick & Watkins, 1990), 학습전이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도 강조되고 있다(Hatala, 2009). 따라서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습전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

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형식 학습 활동의

학습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무형식 학습 활동으로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한 피드백으로 학습된 지식의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Bosche, Segers, & Jansen,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조직의

학습전이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의 범위, 연결강도, 동질성,

지위, 밀도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의 속성(attributes)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경선, 2005; 유지은, 2006).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

조 속성보다는 학습 활동 촉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의 실질적 획득

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방식, 주도적 관계, 사고 유연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접근성

(accessibility)에 대한 학습전이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Hatala,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일터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접근성 존재와 정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생

산적이고 원활한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성

과를 현업에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과 학습전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형식 학습 활

동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중소기업 근

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무형식 학습

1) 무형식 학습의 개념과 특징

전통적인 학습이론은 개인적 차원의 지식 획득과 인간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역동성을 무시하는 한

계가 있다. 오늘날 일터 조직의 구조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구조 하에 개인의 일 수행을 지원

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학습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배을규,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일터

조직 구성원은 자신과 조직의 요구에 따라 학습 경험을 현장에서 구성해나가는 사회적 과정

으로서 무형식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식 학습이 조직의 성과로 연

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의미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문세연, 2010).

무형식 학습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초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터 무

형식 학습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인 Marsick과 Watkins(1990)는 무형식 학습을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제도화된 교실 활동의 바깥에서, 비일상적인 조건 혹은 일상적인 조건들 아래서,

성찰 혹은 비판적 성찰을 상황 파악에 활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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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형식학습에서도 학습자의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업무 현장과 괴리된 교실

중심의 성찰은 즉각적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찰과 실천적 행위가 동시에 의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Eraut(2004)는 무형식 학습을 암

묵적, 반응적, 의도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암묵적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반응적 학습은

의식적이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비계획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의도적 학습은 분명한 학습 목적을 갖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거

나 과거의 경험과 행동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Livingstone(2001)

은 무형식 학습의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수행자(primary agency)와 전달되는 지식의 구조

(knowledge structure)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수행자가 지식과 기술을 많이 알고 전달하는

지, 조력하는지, 아니면 학습자 주도로 획득하는지에 따라 ‘교사’와 ‘학습자’를 나누었으며,

무형식 학습은 지식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학습을 발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달되는 지식의 구조는 상황 의존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식 학습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런 정의들 간에 공

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첫째, 무형식 학습은 경험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

형식 학습은 학습자가 일상에서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논리적인 추론과 해석

의 과정을 거쳐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Fenwick, 2006; Merriam & Caffarella, 2006),

학습 결과를 실제에 적용한 뒤 나타난 결과에 대해 성찰하며, 전체 학습과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다(Marsick & Watkins, 1990). 둘째, 무형

식 학습은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형식 학습은 업무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상성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고, 조직이라고 하는 맥락성과 개인이라고 하는 학습 주체

의 특성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적 측면을 항상 고려한다

(Livingstone, 2001; Marsick, Watkins, Callahan, & Volpe, 2009). 셋째, 무형식 학습은 학습

자의 자기 주도성을 필요로 한다. 자기 주도성은 실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

을 학습자가 스스로 통제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의 과정

에서 학습자의 의식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습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우연

적 학습(incidental learning)'과 구분되어 무형식 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의도성을

강조한다(Eraut, 2004; Marsick & Watkins, 1992).

결국 무형식 학습의 다양한 개념 정의 및 무형식 학습 특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무형

식 학습은 일터 환경 또는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실천 활동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고, 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되돌아보며 의미를 구성하여 업무에 대

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적극적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무형식 학습 방법

학자에 따라 무형식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르지만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공통

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서 학자에 따라 무형식 학습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지

만 다양한 학습 방법들 속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Choi, 2009).

Grolnic(2001)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이 기술을 습

득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형식 학습 방법으로 동료와의 대화, 감독받기, 자기 일하

기, 고객과 일하기를 제시하였으며, Boud와 Middleton(2003)은 일터에서 업무 흐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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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형식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추적한 결과, 근로자는 업무 시 문제 발생 시 먼저

문서 자료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동료를 통한 자료 탐색, 점차 멀리 있는 동료를 통

한 자료 탐색을 해 나가며, 마지막에 상사를 통하여 자료를 탐색해 나가면서 무형식 학습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ohman(2005)은 공립학교 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

가들이 일터에서 참여하는 무형식 학습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

행착오, 자기성찰, 팀 내 구성원과 대화, 팀 내 구성원과 협력, 팀 내 구성원 관찰, 팀 내 구

성원과 자료 및 자원 공유를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공립학교 교사 집단과 인적자원개발 전

문가 집단이 각기 선호하는 무형식 학습 방법은, 공립학교 교사는 팀 내 구성원과 협력, 팀

내 구성원과 자료 및 자원공유, 시행착오, 자기성찰 순으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은 팀 내

구성원 관찰,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자들이 규명한 무형식 학습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타인과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일터에서 학습자는 실제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학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관찰

하면서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둘째, 자기성찰을 통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학습

자는 활동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아 성찰을 함으로써 기

존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기존 활동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학습을 한다. 셋

째, 외부탐색이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료 탐색 활동을 통하여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

2. 학습전이

일터 조직의 학습 활동은 대부분 학습의 성과를 현업에 적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 활동으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자신의 업무

에 적용하고 활용하여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터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과정’ 또는 ‘학습한 기술과 행동들이 직무 상황에서 적용

되어 일반화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유지되는 것’을 학습전이라고 한다(Baldwin & Ford,

1988; Holton, Bates, Seyler & Carvalho, 1997; Tannenbaum & Yukl, 1992).

학습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설계, 작업환경

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작업환경 요인 중 동료, 상사, 조직의 지원에 관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Clarke, 2002; Chiaburu & Marinova, 2005; 양은하․정재삼, 2006). 예컨

대, Brinkerhoff와 Montesino(1995)는 상사의 개입을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는 상사의 개입을

낮게 인식하는 학습자보다 학습전이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현영섭과 권대

봉(2003)은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이 학습전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olton(1996)은 학습전이 과정과 그 영향 요인들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통합

적 전이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성과인 학습자의 학습에 학습자 능력,

학습 동기, 학습에 대한 반응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 특성, 직무태도, 학습 준비

도가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성과인 학습자의 수행에는 앞서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더불어 학습 충실성, 전이 풍토가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후

Holton(2005)은 앞서 설명한 통합적 전이모형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초기에 제시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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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차적 영향 요인으로 설명된 전이풍토가 수정된 모형에서는 1차적 영향 요인으로 바뀌

었다는데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최근 학습전이 관련 연구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일터에서의 조직 환경(상사

및 동료의 지원, 피드백 등)을 학습전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즉, 일터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습득된 지식 또는 기술이 쉽게 전이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 형성에 따라 학습전이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정보, 지식, 가치, 자원을 주

고받는 인간관계의 집합체로서, 직무관련 접촉 관계,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패턴, 개인 간

의 자원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Ibarra, 1993; Jones, Hesterly & Borgatti, 1997; Seibert,

Kraimer & Liden, 2001). 최근 여러 학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니는 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urt(2000)는 사회

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주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

상 능력을 갖추게 되며, 폭넓은 인맥 형성으로 유리한 경력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Lin(2001)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증하

는 역할을 하고,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며, 집단의 의사결정 시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데(손동원, 2002), 그 연구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내 행위

자들의 연결 패턴, 연결 범위, 연결 강도, 동질성, 지위, 밀도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특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Ibarra, 1993; 유지은, 2006; 장원섭, 1997).

이처럼 기존 연구는 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분류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연구자들은 사회적 네트

워크의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접근성’이란 이론적 개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Forret

& Dougherty, 2004; Murphy & Southey, 2003). 예컨대 Ellinger(2005)는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을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주위의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공유

하는 대인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으며, Lin(2001)은 사

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을 사회적 자본 획득 도구의 개념으로 제안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은 개인 혹은 행위자가 의도하는 행위의 성취를 위하여 특정 연결망에 접근하여 연결

망에 배태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개념은 목적지향적 행위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

하여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을 획득하거나, 그러한 자원을 가진 행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소유한 개인은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

고 관리하면서, 타인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한 지식 및 자원

을 얻으려 한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개인 혹은 행위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 기술 등의 습득 정도가 달라지며, 나

아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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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식 학습, 학습전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우선 무형식 학습과 학습전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형식 학습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학습 결과를 적용하고 활용할 가능성, 즉 학습전이 정

도가 매우 높아진다. 특히 교수자 중심의 정형화된 형식 학습보다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적인 무형식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습전이 정도도 높다. 이와 관련하여 Burns(2008)는 공업

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5개 핵심 직무 역량의 학습 방법과 학습전이를 연구한 결과,

형식 학습 방법보다는 무형식 학습으로 습득되는 역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Stolovitch와 Yapi(1997)는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교육훈련에 참여한 학습자와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교육훈련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습전이 정도를 측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배을규와 김대영(2008)은 기업체 인적자원

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핵심 역량에 대한 학습 방법과 학습전이 정도를 연구한 결과, 총

11개의 역량 중 8개의 역량을 무형식 학습 방법을 통해 주로 습득하고 있으며, 주로 무형식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집단의 학습전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형식 학습 맥락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은 형식 학습 맥락보다 실제

업무에 쉽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배을규, 김대영, 2008; Enos et al.,

2003). 왜냐하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 결과나 그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와 관련

성 및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전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습전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

을 개인적 성찰 과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한 피드백에 의거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활용하게 된다(Bosche et al., 2010). 즉, 학습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학습내용을 실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Ellinger(2005)는 동료와의 네트워크 접근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동료

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으

로 같은 공간에 있을수록 학습이 촉진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영

섭(2010)은 국내 한 보험사의 실천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공유,

학습전이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식공유와 학습전이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식공유를 통해 학습전이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유지은(2006)은 국내 대기업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직학습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동질적이며, 연결강도가 클수록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습 내용을 업무에 적용하는데 촉진시

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홍승일(2008)은 MBA 과정 수료한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동료 및 상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사회적 지원 인식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 한 결과, 대인관계를 통한 지원 인식이 학습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터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은 일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활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학습 결과는

현업에 적용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일터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정보, 지식, 자원 등을 획득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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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

즉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무형식 학습 활동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모

집단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모든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중

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974,185개이며, 근로자 수는 11,149,134명이고(중소기업중앙회,

200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별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 분포의 편차가 심하다. 특

히, 농업, 어업, 임업 및 광업과 같은 1차 산업과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환경관련 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의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들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경우 비율표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강호, 2008).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조건에 맞는 연구 대상으로 중소기업 집단을 제한할 필요

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자원의 부족으

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부실한 상황인 반면에(문세연, 2010), 근로자들은 자신의 문

제 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소기

업 중 사업 성격 상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직무 지식과 요구 역량 때문에 근로자들의 보다

신속한 학습 활동이 요청되는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

중소기업4) 인증을 획득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실

시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효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수를 감안하여 400부를 배포, 회수된

359부 중 불성실 응답 2부를 제외하고, 총 35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 자료율: 89.3%).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징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4) 정부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관리, 생상 및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

기업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문영

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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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명)

성별
여성 115 32.2

357
남성 242 67.8

연령

24세 이하 5 1.4

357

25세∼30세 123 34.5

31세∼35세 94 26.3

36세∼40세 51 14.3

41세∼45세 45 12.6

46세∼50세 26 7.3

51세 이상 13 3.6

학력

고졸 31 8.7

357
전문대졸 97 27.2

대졸 192 53.8

대학원 이상 37 10.4

직급

사원 100 28.0

357
대리 98 27.5

과장 67 18.8

차장 이상 92 25.8

직원규모

50명 이하 165 46.2

357
50∼100명 미만 97 27.2

100∼200명 미만 59 16.5

200∼300명 미만 36 10.1

기업유형

기술혁신형 158 44.3

357경영혁신형 61 17.1

벤처기업 138 38.7

근속기간

3년 미만 182 50.9

3573∼10년 미만 124 34.7

10년 이상 51 14.3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67.8%로 여성 32.2%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5～30세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1～35세

(26.3%), 36～40세(14.3%), 41～45세(12.6%), 46～50세(7.3%), 51세 이상(3.6%), 24세 이하

(1.4%) 순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졸 비율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전문대졸(27.2%), 대학원 이상(10.4%), 고졸(8.7%) 순이었다. 직급은 사원 급이 2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급(27.5%), 차장급 이상(25.8%), 과장급(18.8%) 순이었다. 직

원규모는 50명 이하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명 미만이 27.2%, 100～200명

미만이 16.5%, 200～300명 미만이 10.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은 기술혁신형이 44.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38.7%), 경영혁신형(17.1%) 순이었다. 마지

막으로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의 비율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10년 미만(34.7%), 10년 이상(1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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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부분,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를

묻는 부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를 묻는 부분, 학습전이 정도를 묻는 부분으로 구성

하였다. 첫째,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ohman(200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

고 Choi(2009)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타인과의 학

습 4개 문항, 자기성찰 4개 문항, 외부탐색 4개 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

항의 예를 들면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한다.’ 등이 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는 Hatala(2009)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정보수집 11개

문항, 주도적 관계 8개 문항, 네트워크 다양성 6개 문항, 자신감 4개 문항, 적극성 4개 문항,

유연한 사고 3개 문항, 의사소통 선호도 3개 문항,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

의 예를 들면 ‘나는 내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나와 관

계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료들이 있다.’ 등이 있다. 셋째, 학습전이 정도는

Rouiller와 Goldstein(1993)의 연구를 토대로 이도형(1995)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스스로 터득하거나 조직구성원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다.’, ‘나는 스스로 터득하거나 조직구성원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나의 직무활동능력이 향상

되었다.’ 등이 있다. 모든 측정도구는 학계전문가 2인과 현장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 방

식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의 기준이 되는 요

인 부하량은 .4 이상으로 정하였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에 미달하는 문항, 한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을 제거하며 반복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렴된 요인 구

조를 이용, 각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여 각 요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 수렴된 요인 구조를 이용, 각 요인에 명칭을 부여하

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무형식 학습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의 구인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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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5

관계주도성

.816 .065 .036 .130 .095 .049 .188

16 .808 .019 .064 .141 .081 .083 .208

13 .777 .098 .084 .202 .199 .045 .002

12 .756 .137 .105 .018 .154 .135 .021

17 .747 .207 .175 .058 .092 .147 .150

14 .718 .224 -.094 .253 .159 .088 .100

18 .706 .127 .129 .217 .055 .108 .120

<표 Ⅲ-3>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측정도구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1

타인과의 학습

.780 .227 .021

2 .758 .311 .035

3 .670 -.050 .351

4 .611 .142 .375

10

외부탐색

.142 .814 .151

11 .134 .751 .145

12 .202 .735 .119

8

자기성찰

.025 .140 .818

7 .077 .332 .635

6 .316 .074 .551

고유값 - 2.190 2.150 1.865

설명량 62.056 21.899 21.504 18.653

신뢰도 .818 .768 .737 .604

<표 Ⅲ-2> 무형식 학습 활동 측정도구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무형식 학습 활동의 요인 분석 결과, 선행연구(Choi, 2009)와 동일하게 무형식 학습 활동

을 설명하는 요인은 세 개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요인은 각각 타인과 대화와 협력 활동 중

에 학습을 하는 ‘타인과의 학습’, 자료 탐색 활동을 통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외부

탐색’, 학습활동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고 반성하며 학습하는 ‘자기성찰’이다. 각 요인별 신뢰

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타인과의 학습’은 .768, ‘외부탐색’은 .737, ‘자기성찰’은 .604이

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18로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표 Ⅲ-3>은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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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2

정보수집

.064 .805 .154 .006 .106 .143 .002

3 .040 .778 .106 .119 .032 .047 .022

4 .246 .745 .083 .178 .042 .080 .040

1 .055 .714 .277 .023 .056 .044 -.015

6 .205 .635 .050 .149 .049 .034 .237

5 .245 .509 .320 .150 -.044 .195 .087

29

자신감

.074 .302 .794 -.014 .106 .085 .148

26 .139 .128 .753 .222 .017 .133 -.038

28 .091 .304 .718 .172 .082 .087 .176

22

네트워크 

다양성

.163 .094 .182 .804 .089 .103 .115

21 .377 .097 .173 .694 .182 .071 .001

23 .196 .296 -.038 .669 .155 .140 .261

20 .337 .192 .246 .501 .169 .107 .099

37
의사소통 

선호도

.209 -.003 .194 .118 .777 .088 .059

38 .141 .239 -.081 .145 .759 .085 .047

36 .214 -.011 .092 .120 .695 .171 .104

34

유연한사고

.090 .075 .148 .111 .129 .737 -.035

35 .108 .158 .028 .049 .134 .718 .142

33 .188 .090 .101 .100 .047 .687 .156

32

적극성

.176 .001 .098 .162 .096 .134 .768

31 .313 .152 .100 .094 .049 .108 .715

30 .138 .365 .384 .128 .238 .101 .421

고유값 - 4.903 3.717 2.392 2.314 2.019 1.834 1.677

설명량 65.022 16.908 12.819 8.248 7.978 6.961 6.326 5.782

신뢰도 .923 .914 .849 .799 .802 .726 .634 .655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선행연구(Hatala, 2009)와 동일하게 7개로 구성되었다. 7가지 요인은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

하는 능력인 ‘관계주도성’,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정보수집’, 개인의 경험 및 교

육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정도인 ‘자신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을 선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인 ‘네트워크 다양성’, 테크놀로지를 통한 의사소통 활용도인 ‘의사소통

선호도’, 타인으로부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유연한 사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

는 구성원으로부터 지식, 자원을 얻으려는 의지인 ‘적극성’이다. 각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관계주도성’은 .914, ‘정보수집’은 .849, ‘자신감’은 .799, ‘네트워

크 다양성’은 .802, ‘의사소통 선호도’는 .726, ‘유연한 사고’는 .634, ‘적극성’은 .655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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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 SD F Scheffe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타

인

과

의 

학

습

기술혁신형(a) 158 3.43 .661

2.711* b>c경영혁신형(b) 61 3.61 .687

벤처기업(c) 138 3.39 .573

합계 357 3.45 .636 - -

자

기

성

찰

기술혁신형(a) 158 3.48 .642

3.171* b>a,c경영혁신형(b) 61 3.70 .590

벤처기업(c) 138 3.48 .614

합계 357 3.52 .627 - -

외

부

탐

색

기술혁신형(a) 158 3.02 .840

3.031* b>a경영혁신형(b) 61 3.32 .807

벤처기업(c) 138 3.15 .762

합계 357 3.12 .810 - -

전

체

기술혁신형(a) 158 3.31 .575

4.137* b>a,c경영혁신형(b) 61 3.54 .563

벤처기업(c) 138 3.34 .500

합계 357 3.37 .550 - -

<표Ⅳ-1> 중소기업의무형식학습활동정도, 학습전이정도, 사회적네트워크접근성정도에대한인식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6.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측정도구의 구인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유형에 따라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

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에 대한 인식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

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학습전이,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인식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

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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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 SD F Scheffe

학습전이 

정도

기술혁신형(a) 158 3.90 .670

.007 -경영혁신형(b) 61 3.91 .700

벤처기업(c) 138 3.90 .654

합계 357 3.90 .667 - -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기술혁신형(a) 158 3.29 .495

2.919 -
경영혁신형(b) 61 3.46 .538

벤처기업(c) 138 3.31 .474

합계 357 3.33 .498

주1)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 p<.05

첫째,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는 전체 평균 3.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 활동의 방법별로는 ‘자

기성찰’(3.52), ‘타인과의 학습’(3.45), ‘외부탐색’(3.12)의 순서로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가

나타났다. 나아가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각 방법에 따른 세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

간의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인과의 학습’ 활동에서 경영혁신형 기업 집단이 3.61로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 집단은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성찰’ 활동에서 경영혁신형 기업 집단이 3.70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 집단 모두 3.48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부탐색’

활동에서 경영혁신형 기업집단이 3.32로 가장 높았고, 기술혁신형 기업 집단이 3.02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 유형별로 무형식 학습 활

동 방법을 비교 한 결과, 경영혁신형 기업집단은 세 가지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모두에

서 타 기업 집단보다 높은 활동 빈도를 보였다. 둘째, 학습전이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

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의 학습전이 정도는 전체 3.90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 집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를 분석한 결

과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는 전체 3.33으로 나타나 비교

적 보통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 집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

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학습전이,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상관관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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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타인과의 학습 1

자기성찰 .485** 1

외부탐색 .427** .433** 1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780** .780** .820** 1

학습전이 정도 .514** .489** .258** .511** 1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576** .521** .506** .668** .442** 1

주1) **: p<.01

<표 Ⅳ-2>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의 상관관계

첫 번째,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 r=.511,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r=.668,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 r=.442

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두 번째, 무형

식 학습 활동의 각 방법별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타인과의 학습’은 학습전이 정도 r=.514,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r=.5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세 번째, ‘자기성찰’은 학습

전이 정도 r=.489,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r=.5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p<.01). 네 번째, ‘외부탐색’은 학습전이 정도 r=.258,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r=.5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

근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이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무형식 학습 활

동(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을 모형 1에 투입하였고,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모

형 2에, 무형식 학습 활동(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형 3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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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학습전이(종속변수)

모형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독립

변수

타인과의 학습

(A)
.392 7.270*** .339 5.873*** .338 5.893***

자기성찰

(B)
.347 6.320*** .310 5.481*** .682 1.948

외부탐색

(C)
-.035 -860 -.066 -1.541 -.344 -1.159

조절

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D)
.195 2.502* .337 .965

상호

작용

타인과의 학습×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A×D)

-.166 -2.159*

자기성찰×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B×D)

-.113 -1.076

외부탐색×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C×D)

.084 .962

R2 .340 .352 .365

F 60.716*** 47.781*** 28.602***

주1) *: p<.05; ***: p<.001

<표 Ⅳ-3>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습전이 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모형 1의 설명력은 3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0.716, p<.001). 독

립변수별로는 타인과의 학습(β=.392, p<.001), 자기성찰(β=.347, p<.001)이 학습전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설명력은 35.2%로 1.2%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7.781,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β=.195,

p<.05) 변수가 학습전이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접

근성이 높아질수록 학습전이 정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형

식 학습 활동(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상호작용 변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3의 설명력은 36.5%로 1.3%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602, p<.001).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중

에는 타인과의 학습×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66,

p<.05),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은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중 타인과의 학습과 학습전이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1]은 앞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타인과의 학습이 학습전이에 대한 영향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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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한 것이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 별 타인과의 학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타인과의 학습 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학습전이에 대한 증분효과가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집단의 증분효과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습전이 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

하여 일터에서의 무형식 학습 방법과 학습전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

습전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수준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은 직무 능력 개선과 경력 개발 기회를 모

색하고자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형식 학습 이론과 원리에 입각한 체계적

이고 실효성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이 요구된다(중소기업청, 2010).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는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과 중소기업 집

단의 특성 차원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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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외부탐색의 3가지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모두 그 정도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집단이

기술혁신형 및 벤처형 중소기업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2009)는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및 벤처기업형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와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종업

원의 학습 활동을 자극 격려하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특

히 기업의 경영 전략과 목표 그리고 경영 관행이 종업원의 학습 활동 내용과 방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Ulrich, 1997; Porter, 2008; Rummler, Ramias, & Wilkins,

2011),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진이 종업원의 학습 활동 지원, 특히 무형식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을 조직의 경영 전략과 목표 그리고 경영 실천에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이 된 혁

신형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업 집단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사회적 네

트워크 접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atala(2009)는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가

높은 근로자는 주변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무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여 조직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 내외에 근로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셜테크놀로지와 소셜러닝의 학습 성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

들이 발표되고 있는데(김미애, 2011),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과 같은 소셜

테크놀로지와 소셜러닝 기반의 구축은 향후 근로자들의 무형식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 기제가 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 중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을 통한 학습 활동

은 학습전이가 이뤄지는 반면에, ‘외부탐색’을 통한 학습 활동은 학습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문가 발굴과 자문, 관련 서적 검토와 활용과

같은 ‘외부탐색’의 무형식 학습 활동의 결과가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

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이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중

‘타인과의 학습’과 학습전이 정도의 관계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탐색’은 학습전이

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탐색’은 학습전이 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임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외부탐

색’의 시간과 기회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을 제공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Hatala, 2009).

마지막으로, 무형식 학습 활동 정도와 학습전이 정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이 지닌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은 무형식 학습 활동 방법 중 ‘타

인과의 학습’과 학습전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접

근성 정도가 낮은 집단은 ‘타인과의 학습’ 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학습전이에 대한 증분

효과가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가 높은 집단의 증분 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가 높은 근로자는 이미 타인과의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학습전이의 증분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인 반면에,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도

가 낮게 형성된 근로자는 타인과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정

도가 높아지게 되어 학습전이 정도도 높아지면서 증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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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습 수준과 학습 조건이 낮은 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높은 상태에

있는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높다는 ‘학습성장곡선(learning curve)’이론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정도는 학습자가 학습으로 인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기제임을 의미한다(Jaber, 2011). 따라서 중소기업 조직 전체적으로 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무형식 학습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사회적 네트

워크 접근성 정도를 진단하여 낮은 접근성 정도를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에서 경영 성과 창출과 근로자 능력 개발에 유용한 무형식 학습

촉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향

후 관련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고려해야 사항들도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영 환

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점차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대안으로서 무형식 학습 활동이 대두됨에

따라 이 연구를 구상하고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는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

의 중소기업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차이점과 공

통점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형식 학습 활동에 있어 측정도구는

국외 연구에서 실시된 것을 활용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풍토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기업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무형식 학습 활동의 성과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되고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

활동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형식 학습자의 학습 활동과 그 성과 그

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을 무형식 학습자의 실제 경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도 앞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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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ul-Kyoo Bae, Hyung-Woo Lee, Myung-Koo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ward this e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sending out the 62 item questionnaire to 400 employees of 40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365 out of 359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e proposed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ree types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such as learning with others,

external scanning, and self-examin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earning transfer,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Second, in particular, two types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such as learning with others and self-examination, resulted in

a meaningful learning outcome, namely, high degree of learning transfer.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has existed between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and their learning transf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howed that

there were some needs to build a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 for improving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and developing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ould be needed more productive research and debate about an

increasing concern about how to design informal learning and support its implementat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well as large ones, reflecting on two theoretical

constructs and practical issues of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and learning transfer.

Key Words : Innovation typ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formal learning,

Learning transfer, Social network Accessi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