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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의료기관 학습조직 운  효과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과 학습조직 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의료기관에서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에 소

재한 Y의료원에서 2000년~2002년에 걸쳐 운 하 던 학습조직에 1회 

이상 참여한 586명을 표집 하여, 28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조직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학습조직 운  3개년 동안 연인원 884명, 실 인원 

586명의 구성원이 학습조직에 참여하 으며, 대부분의 학습조직 주제가 

진료부문(44.3%)과 사무행정(27.8%)에 집중되었다. 둘째, 의료기관에서

의 학습조직 운 에 대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은 학습변혁성 정도

(3.47)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조직 구축수준(3.03)을 가장 낮게 인식하

다. 반면, 학습조직의 유효성에서는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적 만족

(3.45), 직무능력 향상(3.44)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조직의 운 에 따

른 직무만족(3.0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기관 학습조

직에서 학습유형 및 학습단계에 대한 참여구성원의 직종별 차이에서는 

적응학습(의료기술기능직 3.98 : 사무직 3.44), 개인학습(의료기술기능직 

3.75 : 사무직 3.36 : 간호직 3.29), 지식저장(의료기술기능직 3.77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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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 3.31)에서 직종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적응학습(보직자 3.72 : 비

보직자 3.43), 팀학습(보직자 3.64 : 비보직자 3.45)에서 직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습조직 구축수준에서는 직종별, 직급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무능력향상, 조직

몰입, 학습조직 만족도, 필요성 인지도, 학습조직 참여권고 등에서 직종

별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학습단계, 학습방식 및 학습조직 구축수준 별

로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는 ①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학습단계(지식창출, 지식저장, 지식공유), 학습방식(개인

학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학습조직 구축수준(환경

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②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만족은 학습단계

(지식창출), 구축수준(업무차원, 인간차원), ③ 조직몰입은 학습방식(팀학

습), 구축수준(조직차원, 인간차원)，④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만족도는 학습단계(지식창출, 지식공유), 학습방식(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구축수준(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 등이 효과적인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단계, 학습방식 및 학습조직 구축수준을 

전체적인 변수로 하여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를 예측하는 회귀계수

를 검증하는 결과 ① 직무능력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지식창출, 지식저장, 

개인학습, 조직학습, 업무차원 및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 ② 직무만

족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 ③ 조직몰입 

예측변수로는 성별, 근무년수, 개인학습, 팀학습, 조직차원의 구축 수준, 

④ 마지막으로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만족 예측변수는 의료기술기능

직, 지식창출, 조직학습, 환경차원, 인간차원의 구축 수준이 중요한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학습조직 운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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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구성원 중 다양한 직급, 

직종이 지속적으로 학습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

조직 참여 주제가 진료 및 사무행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

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구성원과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정책적으로 제시되거나 공모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조직 유효성

을 높이기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정착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

습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 등이 다르므로 구성원의 특성을 반 한 

직종과 직급에 따른 학습조직 운  방안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섯

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에 따른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유효성의 구성요소인 직무능력 향상,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학습조

직 경험만족도 등의 체계적인 개념 정립과 조직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 변수에 초점을 둔 학습조직 운 목적 설정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직의 미래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능력에 달려있다. 

조직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개인

학습이 조직차원으로 끊임없이 확산·공유되어야 하며, 조직학습이 반복·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상화된 혁신이 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

로 시도되어야 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핵심 되는 말 : 학습조직, 조직유효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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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정보화시대와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을 창조하는 학습활동과 

지식을 생산 할 수 있는 조직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환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 이해하고 여기에서 

얻은 통찰력을 토대로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인적자원의 질적인 향상과 조

직 구성원의 창조적 지식 창출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학습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과거의 피상적 답습에 지

나지 않는다. 경 환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조직의 학습력 극대화를 요

구하며, 조직의 학습능력 극대화는 곧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천이다(유 만, 2000). 이런 점에서 볼 때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로 특

징지어지는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조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학습체제

로서의 조직’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시대적 요구로 등장한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

직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Garvin, 1993), 부

단한 자기쇄신을 추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meta-learning), 이른바 학습

조직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박광량, 1994). 

이러한 지식중심의 경쟁에 의한 신질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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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와 같

이 의료 기관 사이의 제한적 경쟁이나 정부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고, 자

유경쟁이 사회의 모든 조직에 요구됨으로써 의료기관에게 커다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및 의료수요의 증가

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의료서비스 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

기 시작하 다. 수요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비약적인 상승을 초래하 으

며,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수가 통제 및 규

제강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의료외적 환경변화는 의료기관의 경 을 

크게 위축시켰고,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계속 저하되어 성장을 위한 재투

자의 여력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남궁성은, 1999).

병원 수익 손실액을 어떻게 보전하고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의료기관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들

은 그 동안 나름대로의 특성만을 주장하며 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등한

시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 환경의 변화는 병원에게 새로운 

경 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경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병원 역시 경쟁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흐름 속

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 전략인 지식경

 기반으로서의 학습조직 운 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도연, 2000). 그렇다

고 해서 의료기관이 학습조직을 구축하면 반드시 수입을 향상시키고 의

료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은 의료기관이 도입·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 기법 가운데 하나에 불

과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학습조직 구축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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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고 있으며, 인구의 고학력화와 고령화, 그리고 지식·기술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평생학습사회로의 이행에 부응하여 조직 구성원의 자기개

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인적자원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대두

되고 있는 현상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 H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인적자원 개발이 훈련

(training)의 개념에서 학습(learning)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기존

의 타율적인 학습개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수조건으

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창의성과 상호학습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과 의료기관의 연

수교육부문들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의 핵심경쟁요인이 바로 지식인 것이 분명한 이상 지

식의 창출, 공유, 활용을 위한 학습조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0년 5월 발표된 아서 앤더슨 코리아와 매일경제신문사의 ‘지식경 진

단 평가모델’은 우리나라의 지식경  실태와 관련하여 지식경 의 7개 핵

심요소 중 학습은 필요도와 이행도의 격차가 크며, 조직학습이나 지식공

유를 위한 조직문화 부문에서 선진국 기업의 64%보다 훨씬 낮은 53%로 

나타나 우리나라기업의 학습조직구축이 매우 긴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습조직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연구

는 학습조직과 조직학습을 뚜렷하게 구별하지도 않고 주로 외국학자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학습조직구축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수준에서 행해지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습조직에 대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학습조직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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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이며, 정형화된 학습조직 구축방법이나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조직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학습조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학습

조직의 구성요소 중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습조직의 구축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

념 정의의 혼란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ASTD, 1996), 학습조직과 그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미흡한 실

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요 기업체에서는 1994년 이후 2-3년간 

학습조직에 상당한 관심을 보 으나 IMF체제 이후 기업 내 교육이 전반

적으로 위축되면서 관심권 밖에 멀어져 있는 실정이다(나병선, 2001). 또

한, 학습조직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의 관리·사무직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기술적 연구가 많았고(김수원, 

2001),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의

료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배경에서 의료기관의 학습조직과 학습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이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의료기관 구성원의 인적자원개

발 및 의료기관의 경 혁신 전략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의료기관 학

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즉, 이 연구는 의료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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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 운  현황을 분석하고 구성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기관

에서의 학습조직 운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의 학습

조직 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습조직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습조직 운 에 대한 

인식, 학습조직 구축수준 그리고 학습조직의 유효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의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수

는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가. 학습조직

학습조직이란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변화의 창조, 조직차원의 학습의 일

상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조직철학이며, 

개인·팀·조직 단위의 학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과 조직 구성원의 자기가치 실현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조직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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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자원과 여건 속에

서 그 목표를 성취한 정도이며, 기업의 수익성과 조직의 욕구충족 및 사

회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및 

인간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을 조직구

성원의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특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능력 향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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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식경 과 학습조직의 필요성

가. 경 환경의 변화

과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구도가 특징이었던 냉전의 종식 이

후, 세계질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대결체제에서 점차 자국의 경

제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자유경쟁체제

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해당국가 내 기업들의 

경쟁력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이 처한 경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

반적으로 기업이 처한 경 환경의 변화로는 국제화와 세계화, 과학기술의 

발전의 가속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화와 세계화

교통수단의 발전 및 언어의 자유로운 구사 등으로 시작된 국제화 물결

은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속되면서 기업의 경 에 있어 국경의 의미조차 

희석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점차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기업경  시스템은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세계에서의 기업간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국가간의 시간, 공간, 비용의 장벽을 더욱 낮추고 

있다. 또한, 특정한 국가의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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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면서 인터넷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사의 노동력, 자원, 자

본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보다 보편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범국가

적인 경쟁시장에서 소비자는 정보 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

당 기업의 국적을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가장 좋은 품

질의 제품만을 선택하여 구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범세계적인 무한 경쟁체제의 정착은 부족한 자연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진 우리 기업에게 넓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

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의 다른 경쟁회사보다 우

위의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확보하는 기업, 즉 세계 일류의 기업만이 도

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다가왔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고유의 문화, 역사 및 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조직

보다 빨리 기업조직 구성원의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2)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시

대가 도래 하 다. 이러한 경제력이란 것은 바로 초일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각 기업은 자신의 핵

심역량을 통하여 개발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실제로 지적재산권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내일 다른 기업이 그 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현실 속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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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사업의 수명도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이처럼,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예는 우리 실

생활에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동일 가격 당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정보처리능력은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 있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하여 요구되는 우선 조

건은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꾸준히 미래를 대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의 씨를 뿌리고, 묘목을 잘 가꾸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정보가 진전된 21 세기의 새로운 경제는 자료, 문자, 그림, 음성, 동

상 등이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다양하게 가공되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유롭게 전달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

에,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라 불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경

제체제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지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이

고도 자발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인 지적인 능력

(knowledge-power)이 증시된다는 의미에서 지식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Drucker(1992)와 같은 미래학자들도 이미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산업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사회, 즉 지식사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들은 사회와 산업구조 상의 근본적 변화로서 제기되는 새

로운 양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와 전략에 결정적인 전환을 촉진한

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을 촉진하는 핵심요소이자 자원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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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주목하고 있다. 지식은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자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인류는 채집문

화에서 농경문화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로 발전하

면서 각각 엄청난 크기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나, 그 변화의 속도나 범

위로 보아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가지의 

변화과정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러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기업의 체질변화가 향후 기업경 의 핵심

이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

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각 조직은 가공된 지식을 사용·교환하고, 재구성하며,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

에 대한 수요와 인적자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기업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나. 조직구조의 변화

새롭고 정보화된 조직에서는 지식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은 더 

이상 근로현장에 투입되기 전 또는 동떨어진 교실환경에서 발생하는 격

리된 활동이 아니다. 근로현장이 교육현장이 되어야 하고, 학습의 목적과 

생산의 목적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은 

생산 활동의 중심이며, 노동의 새로운 형태이다. 또한 학습은 경 자 집

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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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경 의 주요 자원이 

자본, 인간, 또는 기계설비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아이디

어라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 기법들을 

개발하 다. 모든 지역에서 기업들은 통합된 조직, 로벌 네트워크와 규

모가 작고 간소화된 회사본부를 만들거나 재구성하고 있다. 조직은 점점 

더 유동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규모, 형태 및 배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 있는 조직 재구성의 다른 형태는 가상조

직(virtual organization)이다. 가상조직은 독립된 기업, 공급업체, 고객이 

포함되고, 심지어는 연관되는 경쟁업체까지도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방

법과 숙련도, 비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일시

적인 네트워크 조직이다. 가상조직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각 기업은 그 

기업이 가진 최고의 역량에만 초점을 두기로 하고, 각각 다른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연계하는 형태이다. Savage(1990)는 네트워크형 

조직의 출현이 <표 Ⅱ-1>과 같이 전통적인 관료조직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Marquardt, 1997).

<표 Ⅱ-1> 조직의 변화

차원 관료적 조직 네트워크 조직
주요업무 육체적 정신적

관계 관료적 대등관계

단계 많음 적음

구조 기능적 다기능 팀

경계선 고정 투과(permeable)

경쟁적 요인 수직적 통합 외부자원 활용과 제휴

경  스타일 독재적 참여적

문화 순종과 전통 헌신과 결과

구성원 동질적 다양

전략적 초점 효율성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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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조직

과거는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자 위주의 시대 으나 이제는 환경의 변

화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는 소비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

라 경 의 세계에서도 리엔지니어링, 시간경쟁, 핵심역량 등의 신 경 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 경 은 기업의 패러다임을 전

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 의 패러다임 전환은 학습조직의 

목표와 유사하다. 학습조직은 지식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접근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 만, 1995).

McGill과 Slocum(1994)등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과거의 사업을 답습하기보다는 환경에 따라 기업을 적응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기업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

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고객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둘째, 대량생산, 규모의 

경제, 수직적 계열화 같은 대기업으로서의 장점보다는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소기업의 기업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즉,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

직으로서의 전환이 경쟁우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고정자산에 투

자하는 것보다는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정자산인 설비

나 기기 등은 장부상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기업의 민첩성을 저

해시킬 수도 있다. 즉,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은 큰 비용 없이 기업의 미

래역량을 창조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인 지적자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조직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계속적인 혁신을 추구 할 수 있는 분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통

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의 원천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 13 -

과거의 공급업체나 제휴업체는 원가절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파트

너로부터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도 단순히 판매

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해야 한

다.

2. 학습조직 이론

가.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

1) 학습조직의 개념

학습조직이라는 용어는 학자 또는 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실

현되고 있다. 기업조직에서 학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교육학에서의 학

습의 개념과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기업 내 학습의 의미는 전통적 교

육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학문적 의미라기보다 경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

무 그 자체이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performance)를 얻기 위하여 능

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조직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아직까지 정립되고 있지 않다.

학습조직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Sange(1990), Garvin(1993), Pedler 

등(1991), Marquardt와 Reynolds(1994), Hosley 등(1994), Wishart 등

(1996), 유 만(1994), 박광량(1996) 등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Sange(1990)는 학습조직을 ‘조직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괄적인 사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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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이라고 정의하 다. 이것은 미국의 50대 대기

업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 HRD)전문가와 일선

관리자, 조직개발 컨설턴트들이 선호하는 정의이기도 하다(Calvart et al, 

1994). Garvin(1993)은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학습조직이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습득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서, 지

식의 창조·습득·변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끊임없이 조직 

전체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조직 전반을 변환시키는 조직’이라고 정의하

다. 그는 Sange(1990)가 학습조직의 구축원리를 개인수준의 5가지만 제

시한 점을 비판하면서 조직수준에서의 지식의 창출 및 관리의 과정을 강

조하고 있다. 한편, Pedler 등(1991)과 Boydell(1995)은 학습조직을 ‘모

든 구성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는 조직’으로 정의하 다. 그들은 생명력이 

없는 기계적 이미지인 학습조직보다는 살아 숨쉬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학습기업(learning compan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Marquardt와 Reynolds(1994)는 

학습조직이란 ‘사람들에게 권한 확대(empowerment)를 부여하고, 직업생

활의 질과 품질혁신 운동을 통합시켜 학습을 위한 여유를 갖고, 협력과 

이익 공유를 도모하고, 질의 및 연구를 촉진시키며,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 다. 그들은 로벌 기업에 있어서의 조직

학습을 촉진시키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osley 등(1994)은 

학습조직이란 ‘개인, 팀, 그리고 조직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

추면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기업으로서, 이는 변화하는 고객 요구를 만족

시키고, 경쟁세력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사고를 조장함으로써 가능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객만족과 경쟁세력에 대한 이해와 같은 



- 15 -

실질적인 기업 이슈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팀, 조직 단위의 학습을 향

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Wishart 등(1996)은 ‘학습조직이란 그들의 정

신적 모델과 행동관행, 중요한 사업이슈에 관한 핵심적 가정들을 잠재된 

상태에서 의식화 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고 점검하며, 주기적으로 조직

의 기업을 수정하여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직이

다’라고 정의하 다. 이는 조직이 스스로를 어떻게 끊임없이 혁신시켜 나

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유 만(1994)은 학습조직이란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내적 성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의 전 구성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 습득, 전파하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일정한 노력의 

결과를 산출해내며,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적 종합을 통해 조직의 

당면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비전 및 경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조

직’이라고 정의하 다. 그는 지식경제시대에 있어서 학습체제로서의 조직

의 필요성을 외부 환경변화에의 대처 능력과 조직의 내적인 성장능력 육

성으로 보면서 지속적이고 집단적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박광량

(1996)은 학습조직을 ‘늘 새로운 학습을 일상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위기

상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기변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른 조직’으로 정의하 다. 그는 조직의 핵심역량을 늘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변화 역량을 갖춘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조직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표 

Ⅱ-2>이 정리될 수 있는데, 학습조직이란 ‘주위 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대

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창조, 습득 등 학습활동과 비판적 분석 및 성

찰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확대하고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조직’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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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조직의 특성

학습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Hitt(1995)는 전통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제시

<표 Ⅱ-2> 학습조직의 정의

학습조직 항목 Sange Garvin
Pedler, 

Burgoyne 
& Boydell

Marquar
dt & 

Reynolds

Wishart, 
Elam & 
Robey

Hosley, 
Lau, 

Levey & 
Tan

유 만 박광량

성과 달성 ○

역량 확대 ○

사고능력 학습 ○

신지식 창조/습득 ○ ○

신지식 전파

신지식 적용 ○

학습활동 촉진 ○ ○

조직변화 촉진 ○ ○ ○ ○

권한 확대 ○

협력과 이익의 공유 ○

탐구활동 촉진 ○

정신적 모델 수정 ○

행동관행 수정 ○

사업이슈 수정 ○

개인,팀,조직학습 향상 ○

환경변화 대처 ○ ○

고객요구 만족 ○

시스템 사고 조장 ○

반복학습 ○

비전 및 전략의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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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조직이 관료제 조직에서 성과위주 조직, 학습조직으로 발전한

다고 지적하 다 <표 Ⅱ-3>은 Hitt가 말하는 기존의 전통적 조직과 학습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이다.

출처 : Hitt. W. D(1995). The Iearning organization some reflections on organizational 

renewal,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16(8), p 19

또한, Birker와 Birkner(1998)는 전통적인 관료조직과 학습조직의 구분

에 있어 Sange의 5가지 수련을 기업문화로 적용시킨 연구결과를 발표하

는데, 학습조직의 개념을 임기응변의 해결책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전제되었다. 박광량(1996)은 학습조직의 특징을 그 구축과정과 

운 방안, 기대성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학습조직

은 일종의 풍선과 같아서, 학습한 내용이 많은 학습조직이 되면 될 수록 

학습해야 할 역 또한 증대되어 학습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더욱 빨

리 학습조직화 된다. 둘째, 학습조직은 습관적으로 학습을 반복해야 하고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이나 행동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학습조직

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셋째, 학습조직에 일단 구축된 학습역

<표 Ⅱ-3> 전통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 비교

구    분 전통적 조직 학습 조직
공유비전 효과성, 효율성 탁월성, 조직적 변화

리더쉽 유형 통제자 촉진자

팀 작업집단 시너지 팀

전 략 안내 지도 (Road Map) 학습 지도(Learning Map)

구 조 계층적 구조 역동적 네트워크

스 탭 지식인(People who know) 학습인(People who learn)

기 술 적용 학습 생성 학습

성과지표 재무제표 BSC(Balanced Scor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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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전 조직에 광범위하게 확산․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효과

는 지속적이며, 다른 조직들이 이를 단기간에 모방하여 이식하기도 힘들

다. 넷째, 학습조직은 강제적으로, 일시에 과격하게, 외부 주도적으로 

top-down식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학습조직은 그 구

축과정과 학습조직이라는 최종결과가 분리될 수 없다. 즉, 학습조직을 구

축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학습조직도 구축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여

섯째, 학습조직이라는 비전의 내용을 초기에 어떻게 규정하 든지 간에 

학습조직 구축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면 학습조직 그 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열린 개념이자 시스템이다.

한편, 이순철(1996)은 학습조직을 실행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조직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조명하 다. 첫째, 학습조직은 학습을 바탕으로 하

여 조직의 성취도 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 학습조직은 창의와 적응

을 위한 의도적인 조직이다. 셋째, 학습조직은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

하고 조직의 내적 성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을 추구하

는 조직이다. 넷째, 학습조직은 모든 조직구성원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킴

으로써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는 조직

이다(Pedler 등, 1991). 다섯째, 학습조직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

과 통찰력을 반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능숙한 조직이다. 장

승권 등(1996)은 기존의 혁신 기법과 학습조직이 조직의 요구사항에 대

한 대응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표 Ⅱ-4>와 같이 고찰함으

로써 학습조직이 갖는 특성을 명확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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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승권 등(1996) 학습조직의 이론과 실제, 학습조직과 경 혁신, 삼성경제연구소, p 379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 현 등, 2001, 재정리). 

첫째,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에 뛰어난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조직

의 내ㆍ외부의 상황과 환경을 직관적 혹은 경험적으로 지각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이 지식을 조직의 관련된 사람

들과 집단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뛰어난 조직이

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의 기

존 행동패턴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숙달된 조직이다.

둘째, 창조적 변화능력의 촉진조직이다. 학습조직은 창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조직이다. 학습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은 재창조 되어야 하며, 전에는 할 수 없었거

<표 Ⅱ-4> 기존 경 혁신기법과 학습조직의 비교

조직의 요구사항 기존의 경영혁신 기법 학습 조직
신속한 환경적응력과 지식

정보의 수용력

단기적 지식은 창출하지만

지적 자산의 축적은 안 됨

지식공유·축적으로 변화

대응력 향상

미래 대응력 당면 과제의 해결 초과 지식의 축적

창조적 문제발견, 환경주도 기존 문제 해결 중심 창조를 통한 환경주도력 

배양

항시적 혁신을 위한 기초체력 대중 요법 기초체력 보강

조직원의 자아성장 욕구 조직만족, 고객만족

(즉, 업무와 고객 중심)

조직만족, 고객만족, 조직

원 만족

혁신의 주체는 전 조직원 상위계층 중심의 혁신 현장 중심의 학습주도로 

혁신세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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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효율적으로 했던 일을 학습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을 통해서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인식하여야 하며, 학습을 통해서 창조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탈 관료제 지향의 조직이다. 관료제조직의 단점에 대비된 학습조

직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료제조직에서는 공식적인 규정

과 문서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현실적이며 신축성 있는 원칙을 중요시한다. ② 

관료제조직에서는 계층제적 권위에 의한 집권적 의사결정과 하향적인 지

시, 명령에 의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나, 학습조직은 분권과 

참여, 그리고 구성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상향적 업무수행을 강조한

다. ③ 관료제조직에서는 형식적, 수단적 합리성과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

는 비인간적 업무처리를 지향하나, 학습조직은 실질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과 인간주의적 조직관리 전략을 강조한다. ④ 관료제조직은 

하나의 기계나 도구로서 조직을 은유하나, 학습조직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 있는 유연한 유기체로 본다.

넷째,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의 변화방법을 모색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며, 유동적이고 복잡한 

환경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은 성공과 실패, 장정과 단점, 

당면문제 등의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

한 비전을 설정하고 현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조직 내의 개인

과 팀, 그리고 조직 전체에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이해, 의미의 공유 및 상

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형성하며,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바람직한 

변화방법을 탐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21 -

다섯째, 학습자의 주체성, 자율성, 참을성이 존중되는 조직이다. 학습

조직은 학습자의 주체성, 자율성, 참을성이 존중되는 조직이며, 관리자의 

독단적, 강제적, 하향적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조직의 관리자들은 다만 조직에 개

방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반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여섯째, 연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에서의 학습은 

일시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의 그림자와 더불어 계속 앞으로 걸어가듯이 가야 

하는 연속적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 목표는 완료되

는 것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학습활동을 계속 진

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직, 조직 구성원, 고객을 만족시키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조직이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향상시

키며 조직 활동에 의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하여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 

더 나아가 고객에 대한 만족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조

직은 조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창

조활동을 유발하며,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의 만족을 달성케 한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에게 성취감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성을 북돋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을 만족시키는 조직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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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조직 모형

학습조직은 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게 포용력 있는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학습방법

을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게 하는 조직이다. 또한 학습조직은 개인, 집단, 

조직 상호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일상

화되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활성화되는 열린 조직으로 다양한 구성원

의 서로 다른 지식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충돌함으로써 지식의 공유, 전

파, 생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직이다(이철희, 2000).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개

인과 조직 및 정보시스템에 향을 주고, 이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나아가 무엇이 조직원들을 성과로 이끄는데 향

을 주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학습방법을 

서로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조직 모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edler, Burgoyne & Boydel의 학습기업 모형

Pedler 등(1991)은 조직이라는 개념대신에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학습기업(learning company)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지만, 전체적

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조직이 추상적으로 생동감 없는 기계적인 

의미를 풍긴다면, 기업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Pedler 등은 생명력이 없는 정적 이미지의 학습조직이라는 말 대신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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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숨쉬는 동적 이미지의 학습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 으며 학습조직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학습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과의 인

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기업의 11가지 특성을 추출해 

냈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그림 

Ⅱ-1>과 같은 도식을 만들었다. 

<그림 Ⅱ-1> Pedler 등의 학습기업 모형

출처: 유 만(1995). 지식경제시대의 학습조직, 고도컨설팅그룹. p 140

전략에 대한 학습적 접근

참여지향적 정책 형성

정보공유의 촉진

지속적인 회계 및 통제

사내 커뮤니케이션 촉진

보상구조의 융통성

유연한 수평 조직구조

정보채널 구축

기업간 학습

학습분위기 조성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

      전략

조직내부

조직외부

학습기회

구조

학습기업

<그림 Ⅱ-1>을 살펴보면, 학습기업의 11가지 특징은 전략에 대한 학습

적 접근(the learning approach to strategy), 참여 지향적 정책형성

(participative policy-making), 정보공유의 촉진(information), 지속적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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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통제(formative accounting), 사내 커뮤니케이션 촉진(internal 

exchange), 보상구조의 융통성(reward flexibility), 유연한 수평 조직구조

(enabling structures), 정보채널구축(boundary workers as environmental 

scanners), 기업간 학습활동(inter-company learning), 학습 분위기 조성

(learning climate),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all) 등이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특성은 학습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찾아낸 일종의 귀납적 모형 

구성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 학습기업이 갖추어야 할 제반 특성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Dixon의 학습조직모형

Dixon(1994)은 학습조직 모형을 조직차원의 학습을 개인의 체험적 학

습과 함께 <그림 Ⅱ-2>와 같이 도식화하여, 조직학습은 정보의 수집ㆍ창

출 → 통합 → 해석 →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고, 개인학습은 성

찰적 관찰 → 개념화 → 실험 → 행동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림 Ⅱ-2> Dixon의 학습조직모형

창조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해석

성찰적 관찰 통합적극적 실험행동

출처 : 홍석환(1996). 효과적인 학습조직 구축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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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직학습은 조직 내 정보가 수집, 통합되어 조직차원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보고,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다른 조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집단적 사고방식도 필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때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과정,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 

집단적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 Marquardt와 Reynolds의 로벌 학습조직모형

Marquardt와 Reynolds는 로벌 학습조직 모형 <그림 Ⅱ-3>을 통해, 

학습을 크게 개인이나 집단에서 일어나는 학습측면, 조직하원에서 고려해

야할 6가지 핵심적 요인과 11가지 로벌 학습에 필요한 요인을 지적하

고 있다(Marquardt와 Reynolds, 1994). 조직 내의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인적자원개발이나 교육, 집단간의 아이디어 교환과 세미나, 워크숍 등

을 개인학습이라 하고, 이러한 학습이 조직 내의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

면 집단학습이라 한다. 집단의 학습활동을 결정짓는 11가지 요인으로는 

적절한 조직구조, 기업의 학습문화, 권한위임, 주변 환경에 대한 대처능

력, 지식 창출과 전이, 학습공학과 정보기술, 품질, 학습전략, 지원분위기, 

팀웍과 네트워킹, 비전의 공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벌 학습을 

촉진시키는 6가지 요인으로는 이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문화변용, 국

가적 경계의식을 극복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적 

경계의식의 극복, 로벌라이제이션, 언어, 리더십, 노동력의 다양화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학습조직 구축요인 이외에 로벌 학습과 관련된 요소

를 추가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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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로벌 학습조직 모형

출처 : 유 만(1995). 지식경 시대의 학습조직. 고도컨설팅그룹, p 120

다. 학습조직 구축요인

학습조직은 일정한 조직의 유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철학 또는 전략

에 가까운 개념이다. 학습조직이 구축되려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나

아갈 방향과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정

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지식으로 만들어낼 기회가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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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배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

는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Sange, Tobin, 

Watkins와 Marsick(1993) 등은 학습조직이 구축되기 위한 기본요인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Sange의 다섯 가지 기반

Sange(1990)는 사람들을 학습조직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고의 역을 

확장하며,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 가는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반은 Sange에 의해 일종

의 학문적 분야로 정립되었고, 학습조직을 만들려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반복적인 연습과 원리의 이해를 통해 이러한 기반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

상 업무 속에서 체질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조직의 다섯 

가지 기본원리(discipline)룰 <그림 Ⅱ-4>와 같이 제시하 다.

첫째 기반은 자기수련(PM : personal mastery)으로 이는 개인적인 비

전을 지속적으로 명료화하고 심화시키며, 자신의 비전과 현재 상태 사이

에 존재하는 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 유지될 때 형성되어진다.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현재

의 상태를 미래의 비전으로 상향조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미래의 비

전을 현재의 상태로 하향 조정하는 피상적인 해결책이 있다. 근본적 해결

책과 피상적 해결책의 사이에는 현재상태를 고수하고자 하는 힘과 미래

의 비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힘 사이의 구조적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 28 -

구조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the 

truth)을 통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기수련은 단순히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과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분야의 능력이나 

기술이 남보다 월등해진 상태가 아닌,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자신이 생성

적 학습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삶의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Ⅱ-4> Sange의 5가지 기반

출처 : 이철희(2000). 경 혁신을 위한 학습조직 활용방안. 한국과학기술원,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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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반은 사고모형(MM : mental models)으로서 이는 주변에서 발

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인식체계이며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다. 현실인식과 행동약식에 향을 미치는 기본과정, 일반화된 인

식기반, 그리고 인지적 심층구조를 의미하며,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양식이 달라지고, 가치판단의 기준 또한 달라진다. 구성원

에게 일종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은 새로운 문제해

결 능력을 지닐 수 있게 하여 현상과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개개인의 신념체계나 세계에 대한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것이 실천적 행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하게 

하는 과정인 성찰기술(reflection skill)과 다양한 관점을 타인과 공유하

고, 타인의 가치관과 기본가정 및 신념체계에 대해 이해를 촉진시키며, 

복잡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인 탐구기술(inquiry skill)로 구

분된다.

셋째 기반은 비전의 공유(SV : shared vision)로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

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전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간직한 비전과 리

더의 비전이 부단한 대화 속에서 통합되어 형성된 비전으로 비전의 정립

과정이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일체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기반은 팀 학습(TL : team learning)으로 조직공통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조화시키고 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에는 팀 학습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팀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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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와 토론 문화의 정착으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의 의견과 비판 등을 건설이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대화에 

참가하는 팀 구성원을 동료로 생각해 주며, 대화과정이 원활하게 전개되

기 위해서 촉진자(facilitator)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반은 체제적사고(ST :　 system thinking)로, 이것은 조직 내

의 문제를 파악할 때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부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관

시켜 생각하는 점으로 다시 말해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수동적으로 분석

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행위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 복잡성

을 통찰할 수 있는 사고 양식이다.

2) Tobin의 다섯 가지 원리와 기반

Tobin은 더욱 구체적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의 본질

적인 특성을 다섯 가지 원리로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 다(Tobin, 1993). 먼저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Tobin의 첫째 원리는 모든 구성원은 학습자라는 원리이다. 이는 학습조

직 내에서 모든 구성원은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식적이거나 비공

식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원리는 구성원 상호간에 

학습활동이 전개된다는 원리로, 공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일

상 업무에서 배우게 되며 이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

다. 셋째 원리는 학습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원리로 구성원

이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생산성 제고 및 일상 업무 수

행에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았다. 넷째 원리는 학습은 지속적으로 전개된

다는 원리로 지속적인 학습이야말로 학습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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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회와 분위기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원리는 학습

활동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조

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은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한 공격적 투자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도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

한 투자와 각종 정보,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Tobin의 다섯 가지 기반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기반은 뚜렷한 리더십(visible leadership)으로 이는 학습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지도력이며 진정한 리더는 미래를 투

시하고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할 의욕과 여건을 조성할 뿐

만 아니라 조직을 한 방향으로 이끌게 한다. 둘째 기반은 기능적 문맹

(functional literacy)의 극복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간관계, 커

뮤니케이션, 나아가 회사 비전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 및 필요능력을 규명하여 교육시키는 것이다. 셋째 기반은 

기능적 편협함의 극복(overcoming functional myopia)으로, 조직 구성원

이나 조직의 각 부서(팀)들이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공동목표를 간과하거

나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능적 전문성에 몰두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다. 

기능적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부서(팀)간의 

기능적 역할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기반은 효과적인 학습 팀의 구성으로 개개인의 전문 능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때 그 효과가 높은 만큼, 효과적인 학

습 팀을 어떻게 구성하여 운 하느냐의 문제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향이 있다. 효과적인 학습팀 구성을 위해서는 팀 구성(역할, 목적, 

계획 설정) → 관리기술 개발(팀 활동 관리 및 촉진) → 자기관리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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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의 단계를 따를 수 있다. 다섯째 기반은 중간 관리자의 촉진적 

역할로서 조직 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중간 관리자

의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경 환경의 변화 추세에 맞게 새롭게 정립되어

야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상부로부터 입수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

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하며, 경 자와 근로자의 

중간 가교로서 의사소통, 도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새로운 기회의 

발견 등 다각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Tobin의 주장은 기능적 문맹의 극복과 중간 관리자의 촉진

적 역할이 다른 구축모형과 차별화 되는데, 다섯 가지 기반 상호간의 관

계는 리더십이 전제조건으로 기능적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 팀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학습 팀의 구성원과 촉진적 관리자상의 구

현은 서로 보완적 관계라 하겠다.

3) Watkins와 Marsick의 일곱 가지 기반

Watkins와 Marsick(1993)은 효과적인 학습조직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이들은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창출, 문제의식과 대화 촉진, 협력적 분위기 

창출, 팀학습의 활성화, 조직학습결과의 공유촉진, 권한위임과 비전의 공

유, 조직과 환경간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시스템적 사고의 체질화 등 일곱 

가지 기반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Sange(1990)와 

Tobin(1993)의 기반요소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Ⅱ

-5>는 Watkins와 Marsick(1993)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조직 구축의 일

곱 가지 기반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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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Watkins와 Marsick의 일곱 가지 기반

출처 : 이철희(2000). 경 혁신을 위한 학습조직 활용방안. 한국과학기술원,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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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유형 및 단계, 학습조직 구축수준

일반적으로 학습조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학자들에 따라 견

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습의 원천에 따라 경험학습, 실험학습, 모방학

습, 공유학습 등으로 구분하며, 학습변혁성 정도에 따라 유지학습, 적응학

습, 변혁학습, 창조학습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학습방식에 따라서 개인학

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사학습, 고객학습 및 환경학습으로 구분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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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단계에 따라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학습조직은 학습조직의 구축수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

데, 환경차원의 학습, 조직차원의 학습, 업무차원의 학습, 인간차원의 학

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학습의 원천에 따른 분류

학습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학습조직의 구분은 경험학습, 실

험학습, 모방학습, 공유학습 등으로 구분된다(권석균, 1995). 첫째, 경험학

습은 조직의 일반화 지식에 의거한 계획적 행동의 반복적 수행에 의해서 

일반화 지식 자체의 점진적인 정교화가 이루어지며, 경험의 축적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증대하여 지식활용이 효율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적 행동의 반복적 성공은 현재의 일반적 지식을 정당화하여 조직행동

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둘째, 실험적 학습은 조직내 국지적 지식에 

의거한 무계획적 행동이나 아예 어떤 형태의 지식에도 의거하지 않고 일

어나는 무작위적 행동에 의해 일어나는 학습이다. 셋째, 모방학습은 다른 

조직체에 의해 수용된 행동유형이나 지식체계를 모방하는 간접경험을 통

한 학습을 말한다. 넷째, 공유학습은 학습의 결과가 국지적 지식의 역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의 일반화 지식으로 전환되어 조직의 환경적응행동으

로 반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경험, 지식, 신념 등이 기존의 

규범, 가치, 문화 등에 변화를 유발시켜 주게 되어 조직변화가  가능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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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변혁성 정도에 따른 분류

학습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학습조직의 구분은 유지학습, 적

응학습, 변혁학습, 창조학습 등으로 구분된다(나병선, 2001). 첫째, 유지

학습(maintenance learning)은 기존조직을 항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규정 내에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둘

째,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은 문제가 발생하면 방법을 즉각 수정하

고 개선하며, 전략의 효과적 달성방법을 위해 회의나 교육 ․ 논의가 이루

어진다. 셋째, 변혁학습(transformational learning)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고 타부서와의 교류가 활발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을 검

토해서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바꾼다. 넷째, 창조학습

(creative learning)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촉진할 사

항을 진단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 구조·비전·목표 

등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 학습방식에 따른 분류

학습방식에 따른 학습조직의 구분은 개인학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사

학습, 고객학습 및 환경학습 등으로 구분된다(김종철, 1999).

첫째, 개인학습은 학습의 주체가 팀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

어지는 학습으로서 개인의 직무목표와 비전달성에 필요한 역량 및 스킬을 

개발하거나 자기를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학습의 결과가 

반드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학습이 팀 또는 

조직차원에 까지 향을 미치게 되면, 개인학습은 팀학습과 조직학습 차

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개인학습은 조직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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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학습이 이루어질 수없다. 따라서 개

인학습은 조직학습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개인학습은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역량 그리고 혁신과 변

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팀학습은 종업원들의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

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조직이 점차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조

직은 집단, 팀 학습에 보다 능숙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asey(1993)는 업무의 특성이 불확실할수록 팀웍과 팀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대부분의 관리집단은 약간의 불확실성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필요로 하

는 중간 수준의 ‘협력적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의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팀 분위기의 팀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팀학습은 개인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상호간 혹은 팀 간 구성원들끼리 협력적인 상호작용과 탐구 과정을 통하

여 개인학습으로 이루기 힘든 학습의 속도, 질, 그리고 팀 응집력을 이끌어내는 

집단적인 학습과정이다.  

셋째,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은 개인이 학습하듯이 조직이 학습

한다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경우에 이러한 조직의 학습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조직학습’이란 용어는 Simon(1969)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이래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조직학습 개념은 원래 개인학습과의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직학습의 개념은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을 구

분하고자 하는 기준 혹은 관점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학습이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및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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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제도화된 

학습 메카니즘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타사학습(learning from other companies)은 협력업체나 R&D 동맹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동종업계나 다른 산업 분야의 최고 관행(best 

practice)을 통해 학습벤치마킹, 그리고 경쟁사의 동향과 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테크놀러지의 

발전이 어느 한 기업만의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시간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기 때

문에 기업간 협력, 동맹, 전략의 제휴 등 외부조직과의 협력활동이 조직의 중

요한 학습 메카니즘이 된다고 가정한다.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은 이러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지식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과 

학습능력을 테스트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섯째, Peters(1992)에 의해 조직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학습 역 중에

서 고객학습(learning from customers)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가 말

하는 고객과의 학습은 일상적인 시장조사나 포커스 그룹과의 교류 등을 넘어서 

조직이 어떻게 고객과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공동학습을 이루어 나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고객학습은 고객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제

반 정보나 지식 등을 획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식 등을 제공하는 쌍방향적인 학습과정을 지칭한다.

여섯째, Watkins와 Marsick(1993) 등은 환경학습(learning about 

environment)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환경학습은 조직 구성원들에

게 환경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태세를 구축하게 하

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데 유용한 학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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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학습조직에서도 환경탐색과 정보 수집을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부문의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특별 프로젝트가 아니다. 대신에 모든 종업

원들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여 전파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여긴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경 이 로벌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부 환경 변화 요인이 향을 미치는 속도와 그 파급 효

과가 매우 크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학습의 필요성

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학습단계에 따른 분류

학습단계에 따른 학습조직의 구분은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

식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식창출(knowledge creating)은 지식창출은 조직 내부에서 필

요한 지식을 자체적으로 창조하는 것과 조직 외부에서 창출된 지식을 조

직 내부로 들여오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조직에 필요한 지식

을 조직 내부에서 창출하려는 노력은  조직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방식도 학습의 비용과 시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익할 수 있

다. 결국 지식창출은 조직 내부 것이든 외부를 통하든 어느 한 가지 방식

에 고착되기 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통합시켜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조직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식창출의 전위대가 되도록 지원한다.

둘째, 지식저장(knowledge storing)은 지식의 전파와 공유가 신속하고 광범

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혹은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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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저장은 창출된 지식을 적용하고, 공유하며,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의 지식창출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미래의 사용을 위하여 조직의 기억장

치에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된 조직의 지식은 그 조직의 유전인자(DNA)에 해

당된다. 왜냐하면 조직과 개인이 수행하는 학습의 활용정도와 그 효과는 저장

된 지식의 효과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는 지식공유란 조직의 단위 및 구성원

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

를 창조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공유는 암묵적 노하우(tacit 

know-how)와 같이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변화, 고객의 욕구 변화, 보고서 등과 같이 비교적 형태화된 지식을 전

파하거나 공유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파우어의 원천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르므로 지식과 정

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특성에 맡기기보

다는 조직차원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넷째, 지식활용(knowledge utilizing)이란 창조되거나 획득된 지식을 직접 

업무에 적용하여 업무성과나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창출하거나 획득했다 할지라도 이를 업무에 활용

할 수 없다면, 지식창출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

식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조직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중요한 지식과 노하

우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조직의 어느 부문에 어떠한 지식

과 노하우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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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따른 분류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따른 학습조직의 구분은 환경차원의 학습, 조직

차원의 학습, 업무차원의 학습, 인간차원의 학습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환경차원의 학습조직화 정도는 외부환경의 부단한 상호작용과 개방성

은 다른 차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인식이다. 환경차원에서의 학습

조직화 정도는 해당조직이 외부환경 즉, 고객, 납품업체, 경쟁업체,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신속한 교류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측정되

어 진다. 이때 교류라고 함은 외부 환경(변화)을 탐색하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차원의 학습조직화 정도는 환경차원의 학습을 통해 입수된 정보, 

지식, 능력들이 조직차원에서 어떻게 저장, 확산, 인출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

다. 즉, 조직 내에 유입된 정보와 지식이 얼마만큼 조직원들 간에 잘 공유되고 

활용되며 저장되고 불 필요시 폐기되는가에 대해서 조직차원의 학습에 대한 평

가를 하게 된다.

셋째, 업무차원의 학습조직화 측정은 업무추진의 과정이 바로 학습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업무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이 얼마만큼 혁신적

이고 창조적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업무를 통해서 학습 수준이 높아

질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른 학습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차원의 학습조직화 수준은 조직 구성원들이 환경·조직·업무 차원

에서 논의된 학습조직 행동 또는 특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측정되고 그러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공유된 의식이나 풍토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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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조직의 성과 및 조직의 유효성

가. 학습조직의 성과 

무엇을 학습조직의 성과로 볼 것인가? 그 문제는 지극히 복잡하고 어

려운 일이다. 아직도 학습조직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개념 정의의 혼란과 함께 성과 혹은 유효성 지표개발의 지연 때문이기도 

하다(ASTD, 1996). 지금까지 학습조직의 유효성 혹은 성과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 일부의 학자들에 의해서 서서

히 체계화 된 모습을 띠고 있다(손태원과 전상길, 1996).

박광량(1996)은 학습조직의 성과를 크게 환경, 조직, 업무, 인간의 네 

가지 역별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환경적 차원에서는 특정 시장에의 진입이나 철수가 경쟁자들에 

비해 빨라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도 명확히 의식하지도 못했던 니즈를 발굴하고, 

충족시키고 때로는 교육도 시키는 활동을 통해 고객의 감동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광고, 홍보요원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학습조직에게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성장

하게 된다. 학습조직의 역량은 전 조직(원)에 광범위하고 중복적으로 분포

하는 일종의 노하우(know-how)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하드웨어적 기술과는 달리 학습조직의 비교

우위는 비교적 장기적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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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에서는 학습곡선 효과로 인해 지속적인 슬림화가 가능하고 마

침내는 소수 정예의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인당 부가가치 공헌도

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임금을 지불하면서도(매출액 또는 이익 

대비) 인건비율은 낮출 수 있다. 소수정예화 됨으로써 조직 내 거래(결재) 

시간이나 비용이 줄어들고(예를 들어, 벽 없는 조직), 개개인의 높은 학습

역량으로 인해 관리비용을(monitoring cost)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환

경적․사업적 요구에 따라 비교적 쉽고 빠르게 조직을 재구축 할 수 있

는 유연성도 발생한다.

업무차원에서는 지속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불량률

을 줄이게 된다. 신제품 개발 및 출하 시간이 줄어들고 특허권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담당업무가 일종의 학습과제가 되어 자율적으로 업무 프

로세스 개선이 일어나고,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 OJT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 능력개발과 교육에 드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간차원에서는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져 외부 노동시장에서 높

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예를 들어 과장은 부장으로, 부장은 임원으로 

스카우트 된다). 새로운 능력이나 지식의 지속적 습득이 주는 즐거움 내

지는 재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줄어든다. 조직원들

은 겸손하게 되고, 인사를 둘러싼 불만이 비교적 줄어들게 된다. 우호적

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인해 기존인력들의 직장만족도가 높아지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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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유효성의 개념

조직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조직연구의 

중요한 관건이다. 전통 조직이론에서 현대 조직이론에 이르기까지 조직연

구의 궁극적인 관심은 조직유효성(또는 조직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은 조직연

구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조직유효성을 논하는데 가장 어려

운 문제는 조직유효성의 정의와 적정기준에 관한 것인데, 조직유효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 그리고 측정기준과 방법의 다양성으

로 인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행동과학이론은 인간의 행

위적 요소가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

족, 사기, 조직몰입, 응집성 등 행위적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시스템 이

론과 이에 향을 받은 이론들은 개방 체계적 관심에서 외부환경에의 적

응을 조직유효성의 결정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중요 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관리를 중시하고 있고,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 관점은 거시적 환경선택 관점에서 단

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생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화이론

(institutional theory)은 사회적 정당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래비용

접근은 거래비용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장해익(2000)은 조직 유효성에 정의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

합하여 <표 Ⅱ-5>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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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해익(2000). 관리자의 인지된 리더십 행태가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직무태도에 미

치는 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p 37

한편, 조직유효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효율성 또는 능률성의 개념이 사

용되고 있는데, 효율성이란 어떤 성과달성을 위한 투입과 산출의 비를 나

타내고, 효과성은 이미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조직의 목표

달성은 질과 양, 시간, 비용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네 요소가 

모두 포함된 목표달성 정도는 효과성이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

된 각 요소에 대한 성과의 비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과 효율

성 사이에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존속하면서 성장하기 위

<표 Ⅱ-5> 조직유효성에 대한 정의

학  자 정       의
Gulick (1937) 조직을 능가하는 힘에 만족스러워 하는 조직

Georgopoulos &

Tannenbaum (1957)

조직이 그의 수단과 자원을 오용함이 없이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하지 않고 조직목표 달성

Bennis (1962) 조직의 건강-적응력, 일체성의 의식, 현실 검증능력

Haberstroh (1965)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

Argyris (1964) 동일하거나 또는 절감되는 투입으로 같은 산출을 얻을때

Barnard (1968) 협동행위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표의 달성

Mott (1972) 조직의 권력중심을 활동, 생산, 적응에 동원시키는 

조직의 능력

Perrow & 

Pennings(1975)

조직의 환경 적합성

Reimann (1975) 동기유발과 성취욕구 증가능력

Katz & Kahn (1975) 조직의 수익 극대화 정도

Robins (1990) 장․단기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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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효과

성이 효율성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조직유효성의 측정지표   

조직유효성에 대한 측정기준은 연구자들의 가치와 목적, 개념 정의에 

따라 다양하나 조직유효성 측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조직의 과

업달성도와 목표달성도이다. 성과와 목표달성도의 객관적인 지표는 수익

성, 판매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단위당 생산비용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주관적인 지표는 리더와 구성원등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매출, 수익 등 객관적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신적, 심

리적 성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직유효성의 개념 및 분

석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이 이처럼 다양한 만큼 조직유효성은 무엇으로 측정할 것

인지 그 측정지표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조직유효성에 관한 기존 연구

들에서 1973년까지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직유효성 지표로 제시된 변수

들을 <표 Ⅱ-6>와 같이 정리하 는데, 30가지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직유효성의 측정지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다(장해익, 2000 

: 재인용).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직유효성은 다양한 수준과 측

면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를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재무적 유효성 차

원과 심리적·행위적 유효성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총매출액 등이 경제적 유효성지표의 대표적인 예이고, 구성원들

의 사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심리적 유효성지표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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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유효성의 구성요소

1) 직무능력 향상

직무능력은 개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이

러한 직무능력은 자신이 맡은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뿐만 아

니라, 산업사회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수학, 문제해결 능력을 망라하는 기초능력도 필요하며, 또한 직업인

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일에 대한 습관, 가치관, 태도에 

이르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측정하

는 직무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 직무수행에 대한 기초능력, 지식 및 정

보의 수집·분석능력, 의사소통능력,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일에 대한 

습관·가치관·태도, 환경변화 대응능력 등은 직무능력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 된다. 

 

<표 Ⅱ-6> 조직유효성 평가지표

지   표 내       용
심리적 지표

직무만족도, 동기부여, 사기, 갈등과 응집성, 유연성과 적응성, 조직

목표에 대한 조직의 동조성, 조직목표의 내면화

경제적 지표
전반적 효과성, 생산성, 능률, 수익, 품질, 성장성, 환경의 이용도,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평가, 인적자원의 가치, 목표달성도

관리적 지표

사고의 빈도, 결근율, 이직률, 통제, 계획과 목표설정, 역할과 규범

일치성, 경 자의 인간관계관리능력, 경 자의 과업지향성, 정보관

리와 의사전달, 신속성, 안전성,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 참가, 교육

훈련과 개발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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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인간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만족은 ① 직무를 떠나서

(off-the-job), ② 직무주변에서(around-the-job), ③ 직무를 통해서

(on-the-job) 추구될 수 있으며, 크게 보아 직무활동을 통해서 또는 직무를 

떠난 활동을 통해서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을 통

해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과 

직무만족은 인생의 만족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직무를 통한 

만족이 업적에 이르는 동기유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

은 직무만족이 된다(Herzberg 등, 1959). 따라서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 현재 일한 만큼 만족스런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

며, 직무와 대인관계 등 회사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정

도 등은 직무만족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3) 조직몰입

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조직구성원들은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또한 자발적인 행위를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한다’(Katz과 Kahn, 1969 : 337)고 강조하는

데 이러한 행위상의 요구는 사실상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

(attachment)과 전념(involvement) 그리고 행위적 규칙의 품질, 다시 말하

면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정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및 조직에 대한 충

성을 의미하는 정도로써 회사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회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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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도 

등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마. 학습조직구축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한 조직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이 조직의 유효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는 많은 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Sange는 학습

조직을 위한 시스템 사고 접근법의 개념을 개발하면서 미래에서의 조직

의 성공여부는 기업이 시스템 사고 접근법을 채택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고 주장하 다. 이러한 시스템 사고 접근법을 기반으로 Mckenna(1992)

는 1989년에 우주항공 산업의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구성원들이 인식하

는 조직과 이상적인 조직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례

연구에서는 기업이 Sange의 5가지 주요 학습조직 구축요인들 즉, 비전의 

공유, 팀 학습, 사고모형, 자기수련 그리고 시스템 사고 등을 구축해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관공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능력을 측정하 다. 그는 학습을 지식습득과 지

식의 해석으로 보고 조직설계 차원에서 관리자들이 그들의 조직학습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목적의 명료성 리더십, 경험, 지식의 

이전, 팀웍 등을 제시하 다. 그 방법으로는 교육을 리더의 요구에 일치

시키는 방법, 피드백을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학습스타일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이득을 주

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성장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 남가주 대학의 효과적 조직연구센터(the 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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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organization)는 학습보직이 회사의 실질적 재무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학습조직구축이 고객중심사고, 

조직몰입, 업무개선, 업무성과와 같은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Dobson과 Tosh(1998)는 British 

Steel의 학습조직구축이 조직유효성에 기여하 음을 사례를 통해 보고하

고 있다. 이선(1999)은 학습조직의 구축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즉,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주관적 만족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여러 학자(Sange, 1990 ; 

Marsick과 Watkins, 1993 ; Marquardt과 Reynolds, 1994 ; 박광량, 

1995 ; Marquardt, 1997)들에 의해 지적되는 학습조직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김진관(1997)은 어떤 조직에서 학습조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긍정적 향을 미칠 것

이며, 역으로 조직의 성과증대는 학습조직화에도 간접적 효과를 미칠 것

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언급하 으며, 학습조직화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보다는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5. 의료기관 학습조직 운  사례

의료기관 학습조직 운  사례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연세대학

교 의료원의 학습조직 운  사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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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조직의 목적과 기대효과

연세의료원 학습조직시스템은 직원들의 자율적이고 일상적 참여를 통

한 창조적 혁신활동을 유도하고, 계층․직종간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

화를 통한 벽 없는 조직 만들기, 팀 학습 과정을 통한 병원문화 창조와 

성과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

적 하에서 공식적인 연수교육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공식적 성향

의 팀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 상호간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것을 

기대하 고,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의 병행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병원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

라 확신하게 되었다(남종해, 2001). 다음의 <그림 Ⅱ-6>은 연세의료원 학

습조직 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Ⅱ-6>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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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조직 운 기준

학습조직의 팀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 는

데, 이는 최적의 팀 학습이 수행되게 하고, 많은 인원의 참여로 인한 운

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다. 그리고 팀 

운 에 있어서는 월 2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도록 기준을 정하고 모임

의 회의록 제출을 공식화함으로써 장기적 활동으로 인한 팀 학습의 침체

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원칙을 설정하 다. 그 외에도 연구 주제에 

대한 타부서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 팀 연구주제의 복수 설정과 전환 가

능, 중간보고 의무화, 학습조직 활동의 교육학점 인정(최대 6점), 최소 6개

월 이상의 팀 활동기간 등을 정하여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 다. 다음의 <표 Ⅱ-7>은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운  기준

을 요약한 것이다.

<표 Ⅱ-7>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운  기준

구성인원 팀별 5~10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정기모임 월 2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도록 한다 

활동주제 활동주제는 복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활동 중간에 전환할 수 있다

교육학점 학습조직은 교육학점 4점으로 인정 한다

활동기간 최소한 6개월 운 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고사항 정기모임의 토의내용과 별도의 중간보고를 교육부서에 제출한다

팀  구성 팀 구성원칙에 맞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보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지원금

을 반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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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구성원칙

학습조직 팀은 리더(leader) 1명, 조언자(advisor) 1명 이상, 보조자

(assistant) 1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 다. 리더는 팀의 전

반적인 운 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 으며, 결과적으로 계장급

(3급) 이하의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주를 이루는 현상을 보 다. 보조자는 

팀 운 에 있어서 사무․총무의 역할을 하며, 특히 조언자는 과장급 이상

으로 제한하고, 팀 운 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 다. 또한 조언자는 팀

원에 속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공식적인 계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운

의 경직성을 제거하고자 하 다. 다만 타부서의 자료 협조가 필요한 경

우나 기본적인 조언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다. 다

음의 <그림 Ⅱ-7>은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팀 구성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 

조언자(1명) 리더(1명) 보조자(1-2명)

팀 구성원

① 조언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팀원에 속하지 않음

② 리더는 팀 전체 운 을 책임지며 교육부서와의 연락을 주관함

③ 보조자는 회계와 총무의 역할을 하며, 별도로 둘 수 있음

<그림 Ⅱ-7>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팀 구성 원칙

라. 팀 운  원칙과 주제 설정

팀 운 에 있어서는 모든 팀원들이 하나 이상의 세부 과제를 연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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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원칙을 정함으로써 한두 사람에게 과제가 편중되는 것을 막아 개인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 다. 그리고 팀 자율적으로 활동 

원칙을 정하도록 권장하여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팀이 설정하는 주제를 지정테마, 자유테마, 문화테마의 세 가지 범

주로 나누고 지원과 평가에서 범주별로 차별화하여 학습조직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정테마는 기존의 정보나 데이터를 정보기술

과 접목하여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창출․공유하고자 하는 주제, 병원 홍

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주제, 그리고 3개 이상의 부서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련한 주제로 국한하여 의료원 경 전

략과 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 다. 자유테마는 각 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제를 말하며, 문화테마는 신앙 활동이나 기독교정신 강화 활동, 

특정 자기개발과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문화테마는 비공식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동호회는 인정하지 않고 비경쟁

으로 운 함을 원칙으로 하 다.

그리고 주제 선정 과정에서 노사문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테마는 조정을 통하여 변경하도록 권고하 다. 학습조직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지만 조직 전체에 미칠 상당한 부정적 향은 사전

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안제도나 CQI 활동과 중복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의 심의․조정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운용해야 한

다. 다음의 <표 Ⅱ-8>은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팀의 주제 및 구성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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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팀의 주제 및 구성 원칙 

범주 주  제 구성

지정테마

기존의 정보나 데이터를 정보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 

혹은 유사한 주제

병원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주제

3개 이상 부서에 걸쳐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새롭게 독창적으로 시도

되는 활동

동일부서원 20% 

내로 한정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 효과)

자유테마 팀별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제

제한 없음

문화테마
신앙활동이나 기독교정신 강화 활동, 특정 자기

계발과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마. 학습조직 진행과정

2000년 4월 학습조직시스템을 안내한 후 신청을 받고, 연구 주제와 구

성요건 심사를 마친 다음, 활동 팀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과정과 주의사항

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 다. 그리고 매달․매주 간격으로 이

루어지는 모임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보고는 

e-mail을 이용하여 교육담당자와 즉각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운  

하 는데 장기 활동으로 인한 학습조직의 침체를 막기 위한 교육담당자

와 즉각적인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학

습조직 시작에서 최종보고서 제출까지의 학습조직의 진행 과정은 <그림 

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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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진행 흐름도

학습조직 운  안내 ▷ 팀 운 계획서 작성

   - Leader, Advisor, Assistant

   - 연구주제

   - 운 계획

▷ 주제 및 구성요건 심사․조정

ꀻ

주제 심사․조정

ꀻ

오리엔테이션 ▷ 팀 네트워크 구축

▷ 팀 오리엔테이션

   - 신청현황, 운 계획 설명

   - 질의․응답

▷ 공식 활동 시작 안내

▷ 활동비 보조

ꀻ

팀  활  동

ꀻ

중 간 보 고 ▷ 중간보고

   - 모임횟수, 진행상황, 변동사항

▷ 최종 보고서

   - 발표자, 제작방법

   - 연구방법

   - 시행안, 대안 제시

ꀻ

최 종 보 고 서

바. 평가원칙과 심사기준

학습조직은 과정과 성과를 모두 중요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원칙은 팀 구성에서 부서간·직종간 구성 비율에 따라 

1~5% 한도에서 점수를 가산하고, 주제 설정 시 지정 테마군에 속한 팀은 

1%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 다. 그리고 테마 선정 시 기존의 제안활동

이나 CQI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10% 감점 처리하 다. 그리고 학

습조직 운  플로우(flow)에 맞춰 1차․2차․3차로 분류하여 평가를 하

다. 

1차 심사는 학습조직 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100점 만점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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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배분하고 4단계 척도법(A, B, C, D)에 따라 평가하 다. 회의 모임 

횟수를 평가하는 학습성, 팀원간 역할 배분 및 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민주성, 그리고 리더십 발휘와 자발성 평가하는 적극성을 각각 

15점, 10점, 5점으로 배분하여 평가하 다. 2차 심사는 각 팀이 제출한 최

종보고서를 33명의 내․외부 심사위원단에 위촉하여 평가하 다. 심사위

원의 선정은 전문성을 가장 우선하여 선발하 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엄정하게 선임하 다. 2차 심사는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독창성과 

창의성, 실행 및 적용가능성, 가시적 효과에 각각 20점을 배점하고,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의 논리적 접근에 10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조직의 과

정과 성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 다. 3차 심사는 학습조직 컨테스트

(contest)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발표자의 프리젠

테이션 능력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이는 주제전달력, 

명쾌한 논리전개, 발표자의 자세, 시간 준수 여부, 기타항목으로 구성하여 

심사하 다.

<표 Ⅱ-9>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심사기준

심사 항 목 배점 기 타

1차 

학습성 : 회의모임 횟수

민주성 : 팀원간 역할 배분, 팀구성요건 충족여부

적극성 : 리더십, 자발성

15점

10점

5점

30점 만점

A,B,C,D 4척도

교육부서 심사

2차

독창성, 창의성

실행 및 적용가능성

가시적 효과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논리적 접근

20점

20점

20점

10점

70점 만점

내․외부심사

3차 주제전달력, 명쾌한 논리전개, 발표자세 등 5항목 10점 5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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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습조직 컨테스트

최종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16개 팀을 선발하고 각 팀들이 학습조직

의 활동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다른 직원들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마

당을 조성하 다. 학습조직 컨테스트는 최종 심사의 의미도 지니면서 동

시에 다른 직원들에게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동기부여의 차원

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일간에 걸쳐 축제와 같이 시행되었던 

컨테스트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의료원 전체에 학습 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또한 컨테스트의 종료와 동시에 학습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

팀, 학습상 10팀의 시상을 병행하여 인센티브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 다. 그리고 컨테스트의 진행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경 자회의에서 시청하 으며, 책자를 발행함으로써 벤치마킹을 위한 타

부서의 교육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아. 보상체계

모든 경 혁신의 방법이 그러하겠지만 학습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상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학습조직의 운 을 위한 기본 경비를 지원함

으로써 금전적 부담 없이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 고, 경비 지원

은 테마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다.

최종 포상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식 업무 개선 및 선택식단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동세브란스병원 양과 학습조직이 부상으로 5백만원의 

해외여행권과 3박 4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며, 학습조직 대상 수상팀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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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여행권을 수여하고, 최우수상은 ‘외래 간호부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

리 연구’를 발표한 동세브란스병원 간호부와 ‘연세의료원 가상공동체 

구축방안 연구’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가상공동체 연구팀이 각각 수상, 

1백 5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또한 ‘ 동세브란스병원 지식체계 구축’을 

제시한 동세브란스팀 외에 2팀이 우수상(각 6십만원)을 받았으며 나머

지 10팀은 학습상(각 2십만원)을 받았다. 본선 진출한 16개 팀의 발표 

주제는 다음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연세의료원 학습조직 CONTEST 발표주제와 수상현황

번호 발표주제 수상현황

1 치료식 업무개선 및 선택식단제 실시방안 학습대상

2 외래간호부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연구
최우수상

3 연세의료원 가상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4 급식업무개선을 통한 경 효율화방안

우수상5 동세브란스병원 지식경 체계 구축 

6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업무 분석

7 병원 ERP시스템 성공적 도입전략 연구

학습상

8 마취전후 간호의 업무혁신에 관한 연구

9 유방암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Preceptorship 구축에 대한 연구

11 수술실 간호실무 벤치마킹

12 해부병리과 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3 접점부서의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연구

14 혈액․소아암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5 중앙공급실 공휴일폐쇄에 따른 업무개선

16 전산 양검색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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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살펴보고, 연구대

상자에 대하여 서술하 다. 또한 조사도구의 구성, 자료 분석 절차 등을 

연구문제의 진술 순서에 따라 제시하 다. 

1. 연구모형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 이를 조직전체에 

확산시켜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즉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학

습조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다양한 인적자원이 결

합된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기

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을 위해, 앞장에서 논의 되어진 학습조직의 특성과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

하 다. <그림 Ⅲ-1>은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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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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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학습조직 참여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

을 분석하고, 학습조직 운  현황, 즉 학습변혁성 정도, 학습단계, 학습방

식, 학습특성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

다. 아울러 학습조직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의료기관의 학습조직 구축 수

준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의료기관에서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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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발

전을 위한 학습조직 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 대상자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에 소

재한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운 하 던 학습조직 운 에 1회 이상 참여

하 던 58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1) 

연구표본으로 선정된 586명의 조사대상자 중 296명이 조사도구에 응답

해 50.5%의 회수율을 보 다. 조사에 응답한 자료 중 연구 자료로써 미흡

한 11부의 조사지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285명의 

연구대상자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3. 조사도구의 구성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의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

지조사 설문지’를 개발하 다. 이 조사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의료기관에서 운 하 던 학습조직에 참여한 연구 모집단 전체의 특성은 연구결과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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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분은 학습조직 운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51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병선(2001), 김종철(1999)이 사용한 학습특성, 학습

단계, 학습방식 조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 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특  성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75 (58.1) 54 (41.9) 129 (100.0)

여 83 (56.0) 65 (43.9) 148 (100.0)

근무지

신촌 113 (60.1) 75 (39.8) 188 (100.0)

동 43 (49.4) 44 (50.5) 87 (100.0)

용인 2 (100.0)   2 (100.0)

직종

교수·수련직 1 (50.0) 1 (50.0) 2 (100.0)

간호직 72 (63.7) 41 (36.2) 113 (100.0)

사무직 60 (56.0) 47 (43.9) 107 (100.0)

의료기술기능직 20 (64.5) 11 (35.4) 31 (100.0)

일반기술기능직 5 (21.7) 18 (78.2) 23 (100.0)

근무

년수

5년이하 2 (9.0) 20 (90.9) 22 (100.0)

6~10년 26 (26.2) 73 (73.7) 99 (100.0)

11~15년 43 (67.1) 21 (32.8) 64 (100.0)

16~20년 60 (95.2) 3 (4.7) 63 (100.0)

21년이상 27 (96.4) 1 (3.5) 28 (100.0)

학력

고졸 5 (29.4) 12 (70.5) 17 (100.0)

전문대졸 11 (26.1) 31 (73.8) 42 (100.0)

대졸 85 (57.0) 64 (42.9) 149 (100.0)

대학원졸 57 (82.6) 12 (17.3) 69 (100.0)

참여

횟수

1회(팀) 104 (54.4) 87 (45.5) 191 (100.0)

2회(팀) 31 (57.4) 23 (42.5) 54 (100.0)

3회(팀) 14 (70.0) 6 (30.0) 20 (100.0)

4회(팀)이상 6 (66.6) 3 (33.3)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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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은 학습조직 구축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36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조직 구축 수준을 환경, 조직, 업무, 인간차원

으로 구분한 김진관(1997)의 분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 다. 세 번째 부분

은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총 31개의 문항과 1개의 

자유 의견란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

문은 김수원(2001), 김진관(1997)의 분류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 직무에 대

한 만족도, 조직 몰입 등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학습조직을 통

한 전반적인 효과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 다. 네 번째 부분은 통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자료를 얻기 위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1개의 자유 의견란을 제외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신이 생각

하는 정도를 5단계 평정척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 다. 

한편, 연구자는 조사도구의 개발과정에서 조사도구의 내용타당성 확보

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뿐만 아니라 학습조직 전문가에게 도구의 내

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 으며, 학습조직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

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구를 보완하 다. <표 Ⅲ-2>는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지 조사 설문지의 문항 구성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개발된 조사지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지 조사 설문지는 2003년 5월 4일부터 2003년 5월 17일

까지 학습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

로 조사되었다.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학습변혁성, 학습방식, 학습특

성, 학습단계, 학습조직 구축수준,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관계수 분석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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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지 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학습변혁성

유지학습 Ⅰ-1. 1-2 2

적응학습 Ⅰ-1. 3-4 2

변혁학습 Ⅰ-1. 5-6 2

창조학습 Ⅰ-1. 7-8 2

학습단계

지식창출 Ⅰ-3. 1-3 3

지식저장 Ⅰ-3. 4-6 3

지식공유 Ⅰ-3. 7-9 3

지식활용 Ⅰ-3. 10-12 3

학습조직 구축수준

환경차원 Ⅱ-1. 1-8 8

조직차원 Ⅱ-2. 1-9 9

업무차원 Ⅱ-3. 1-10 10

인간차원 Ⅱ-4. 1-9 9

학습방식

개인학습 Ⅰ-2. 1-3 3

팀학습 Ⅰ-2. 4-6 3

조직학습 Ⅰ-2. 7-9 3

타기관학습 Ⅰ-2. 10-12 3

고객학습 Ⅰ-2. 13-15 3

환경학습 Ⅰ-2. 16-18 3

학습특성

경험학습 Ⅰ-2. 19-21 3

실험학습 Ⅰ-2. 22-24 3

모방학습 Ⅰ-2. 25-27 3

공유학습 Ⅰ-2. 28-30 3

학습조직의 유효성

직무능력향상 Ⅲ-1. 1-13 13

직무만족도 Ⅲ-2. 1-8 8

조직몰입 Ⅲ-3. 1-6 6

전반적인 평가 Ⅲ-4. 1-4. Ⅲ-5 5

학습조직 성공요인 Ⅰ-4 1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Ⅳ. 1-6 6

학습조직참여현황 Ⅳ. 7-9 3

 합      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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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학습조직 운  및 효과에 대한 역간 상관계수

학습변혁성 학습방식 학습특성 학습단계 구축수준 유효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⒕ ⒖ ⒗ ꒒꒥ ꒒꒦ ꒒꒧ ꒒꒨ ꒒꒩ ꒒꒪

학습

변혁성

① 유지학습 1.0

② 적응학습 .28 1.0

③ 변혁학습 .20 .57 1.0

④ 창조학습 .20 .48 .48 1.0

학습방식

⑤ 개인학습 .19 .37 .39 .39 1.0

⑥ 팀학습 .30 .47 .51 .50 .55 1.0

⑦ 조직학습 .24 .47 .46 .50 .57 .66 1.0

⑧ 타사학습 .10 .23 .26 .35 .27 .36 .40 1.0 

⑨ 고객학습 .22 .39 .36 .43 .41 .49 .49 .40 1.0

⑩ 환경학습 .16 .27 .34 .34 .37 .37 .42 .43 .44 1.0

학습특성

⑪ 경험학습 .10 .04 .01 .07 .15 .12 .08 .00 .12 .03 1.0

⑫ 실험학습 .14 .22 .30 .31 .34 .48 .43 .41 .41 .46 .06 1.0

⑬ 모방학습 .10 .11 .19 .31 .29 .34 .37 .60 .35 .44 .04 .47 1.0

⑭ 공유학습 .38 .48 .48 .43 .53 .61 .55 .28 .47 .34 .12 .45 .30 1.0

학습단계

⑮ 지식창출 .16 .33 .39 .42 .50 .53 .54 .45 .49 .47 .04 .49 .41 .50 1.0

⒃ 지식저장 .20 .46 .42 .44 .38 .45 .49 .29 .42 .35 .14 .34 .28 .53 .51 1.0

⒔ 지식공유 .25 .40 .37 .41 .47 .54 .58 .34 .49 .45 .15 .44 .37 .65 .58 .65 1.0

⒕ 지식활용 .27 .31 .26 .37 .37 .45 .49 .32 .44 .37 .13 .42 .42 .58 .51 .49 .65 1.0

구축수준

⒖ 환경차원 .15 .28 .19 .24 .25 .31 .32 .26 .24 .29 .09 .27 .24 .36 .37 .37 .42 .36 1.0

⒗ 조직차원 .15 .23 .15 .20 .20 .24 .22 .20 .31 .24 .05 .21 .21 .23 .28 .25 .30 .21 .54 1.0

꒒꒥ 업무차원 .13 .28 .31 .30 .28 .34 .32 .31 .31 .29 -.05 .29 .25 .27 .43 .30 .31 .28 .50 .55 1.0

꒒꒦ 인간차원 .14 .21 .16 .22 .23 .22 .21 .19 .29 .24 -.01 .22 .18 .18 .23 .25 .26 .20 .38 .58 .46 1.0

유효성

꒒꒧ 직무능력 .28 .46 .42 .43 .55 .55 .60 .39 .46 .37 .11 .41 .38 .56 .60 .51 .54 .42 .43 .41 .48 .42 1.0

꒒꒨ 직무만족 .18 .23 .19 .23 .27 .30 .34 .28 .30 .26 .03 .23 .22 .21 .31 .19 .24 .19 .31 .42 .43 .53 .61 1.0

꒒꒩ 조직몰입 .18 .08 .09 .05 .10 .27 .23 .14 .19 .13 .05 .16 .12 .23 .16 .12 .13 .12 .21 .31 .18 .24 .34 .40 1.0

꒒꒪ 경험만족 .26 .38 .35 .37 .44 .48 .56 .37 .42 .29 .04 .39 .33 .48 .51 .37 .47 .35 .41 .35 .46 .40 .74 .56 .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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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살펴보면, 학습변혁성, 학습방식, 학습특성, 학습단계, 구축수준 

및 유효성의 각 하위 역간 상관계수는 비교는 높은 반면, 학습조직의 

각 특성(학습변혁성과 학습방식, 학습방식과 학습특성 등) 간에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 

상호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학습변혁성 역간, 

학습방식 역간, 학습단계 역간, 학습조직 구축수준 역간, 그리고 학

습조직의 유효성 역간에는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 간에는 상관

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도구는 변별타당도

(discreminant validity)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지 조사 설문지의 내적 일관도를 

알아보는 Cronbach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24~.94의 범위를 

보 으며,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높은 신뢰도를 보 다<표 Ⅲ-4>.

<표 Ⅲ-4> 조사도구 각 역의 신뢰도 추정치

구     분 Chronbach' α 
계수 구     분 Chronbach' α 

계수
학습 

변혁성

유지학습 .24

학습특성

경험학습 .39

적응학습 .65 실험학습 .52

변혁학습 .50 모방학습 .72

창조학습 .70 공유학습 .77

학습단계

지식창출 .70

학습조직 

구축수준

환경차원 .80

지식저장 .78 조직차원 .79

지식공유 .73 업무차원 .78

지식활용 .73 인간차원 .82

학습방식

개인학습 .61

학습조직

의 유효성

직무능력향상 .94
팀학습 .73

조직학습 .74
직무에 대한 만족도 .77

타기관학습 .80

고객학습 .70
조직몰입 .31

환경학습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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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와 집단간 차이검정

(variance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첫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조

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습조직의 학습주제, 학습조직의 참여

횟수, 학습조직 개념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 다.

둘째, 학습조직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조직 운 (학습변혁

성, 학습방식, 학습특성, 학습단계), 학습조직 구축수준(환경차원, 조직차

원, 업무차원, 인간차원) 및 학습조직의 유효성(직무능력 향상, 직무 만족

도, 조직 몰입, 경험 만족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특히, 학습조직 구축수준과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분석 후 분류된 

문항들에 국한하여 측정된 기술통계량과 차이검정 결과를 요인분석 전 

측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 다.

셋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습조직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학습유형(학습

변혁성, 학습방식, 학습특성), 학습단계, 학습조직 구축수준 등을 독립변수

로 하고 학습조직의 유효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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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독립 

변수

RI  1

RI  2

RI  3

RI  4

RI  5

RI  6

RI  7

RI  8

RI  9

RI 10

RI 11

RI 12

RI 13

RI 14

RI 15

RI 16

RI 17

RI 18

RI 19

RI 20

RI 21

성별(남자 0, 여자 1)

학력(교육년수)

직급(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직종1(간호직기준, 사무직)

직종2(간호직기준, 의료기술직)

직종3(간호직기준, 일반기술직)

근무년수

학습단계1(지식창출)

학습단계2(지식저장)

학습단계3(지식공유)

학습단계4(지식활용)

학습방식1(개인학습)

학습방식2(팀학습)

학습방식3(조직학습)

학습방식4(타기관학습)

학습방식5(고객학습)

학습방식6(환경학습)

학습조직구축수준1(환경차원)

학습조직구축수준2(조직차원)

학습조직구축수준3(업무차원)

학습조직구축수준4(인간차원)

종속

변수

RD 1

RD 2

RD 3

RD 4

직무능력 향상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직 몰입

경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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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 학습조직의 학습유

형(변혁성, 특성, 방식), 학습단계, 학습구축 수준,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

하여 분석하 다. 먼저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의 학습조직 

운  현황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학습조직의 학습유형, 학습단계에 대

한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종 및 직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구명하 으며,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요인분석 전후로 구분하여 차이

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능

력향상,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직몰입,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

조직 구축수준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학습조직 운 현황

가. 학습조직 참여 현황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참여 현황은 2000년, 2001년 및 2002년에 실

제 학습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년도

별로 성별, 역할, 직급 및 근무년수 등을 기준변수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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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 참여 연도별 참여 구성원의 성별 및 역할을 살펴보면, 2000

년에는 305명(전체 직원대비 5.1%), 2001년에는 333명(전체 직원대비 

5.6%), 2002년에는 246명(전체 직원대비 4.1%)의 사람이 학습조직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 성별 구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2배정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2002년에는 급격히 감소하 다. 또한, 

학습조직 참여 구성원의 역할에서 조언자 및 팀장의 수는 연도별 학습과

제 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2001년과 2002년에는 학습조직 보조자

는 없었다.

<표 Ⅳ-1>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자의 성별, 역할

[단위: 명, ( )는 %]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성별
남 104 (34.1) 145 (43.5) 75 (30.5) 324 (36.7)

여 201 (65.9) 188 (56.5) 171 (69.5) 560 (63.4)

역할

조언자 41 (13.4) 36 (10.8) 25 (10.2) 102 (11.5)

팀장 35 (11.5) 36 (10.8) 23 (9.3) 94 (10.6)

팀원 170 (55.7) 261 (78.4) 198 (80.5) 629 (71.2)

보조자 59 (19.3) 0 (0.00) 0 (0.0) 59 (6.7)

합계 305 (100.0) 333 (100.0) 246 (100.0) 884 (100.0)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매년 교수·수련직 참여자

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참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직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Ⅳ-2>. 3개 년도를 종합할 때, 학

습조직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한 직급은 간호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의료·기술기능직, 교수·수련직 등의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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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급

[단위: 명, ( )는 %]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교수·수련직 15 (4.9) 27 (8.1) 40 (16.3) 82 (9.3)

간호직 113 (37.1) 122 (36.6) 93 (37.8) 328 (37.1)

사무직 90 (29.5) 85 (25.5) 27 (11.0) 202 (22.9)

의료기술기능직 41 (13.4) 61 (18.3) 55 (22.4) 157 (17.8)

일반기술기능직 18 (5.9) 20 (6.0) 15 (6.1) 53 (6.0)

기타 28 (9.2) 18 (5.4) 16 (6.5) 62 (7.0)

합계 305 (100.0) 333 (100.0) 246 (100.0) 884 (100.0)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자의 근무년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1년-15년 

근무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하가 가장 낮았다<표 Ⅳ-3>. 그러

나 매년 학습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무년수는 특정 근무년수에 치

우치기 보다는 근무년수 구분 기준에 따라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Ⅳ-3>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자의 근무년수

[단위: 명, ( )는 %]

근무년수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5년 이하 63 (20.7) 51 (15.3) 34 (13.8) 106 (12.0)

6-10년 89 (29.2) 94 (28.2) 54 (22.0) 148 (16.7)

11-15년 48 (15.7) 56 (16.8) 43 (17.5) 278 (31.5)

16-20년 63 (20.7) 67 (20.1) 56 (22.8) 186 (21.0)

21년이상 42 (13.8) 65 (19.5) 59 (24.0) 166 (18.8)

합계 305 (100.0) 333 (100.0) 246 (100.0) 8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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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조직 참여 주제

의료기관에서 학습조직 참여자들의 관심분야 및 주제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리 분야와 주제 역으로 구분하여 <표 Ⅳ-4>와 같이 

살펴보았으며, 각 연도별 학습조직 참여주제는 부록의 설문지 문항에 첨

부하 다.

<표 Ⅳ-4> 학습조직 참여 주제 분류

[단위: 개]

        대주제
세부주제 진료 간호 사무행정 조직사명 합계
진료-입원 2 2

진료-외래 6 6

진료-수술 1 1

간호업무 2 5 7

환자관리 6 4 10

고객만족 1 1 6 4 12

양·급식관리 9 9

약제약품 3 3

진료비 5 1 6

학습관리 8 3 11

인력개발 4 1 2 7

물품관리 3 5 8

업무관리 5 2 6 2 15

합계 43 16 27 11 97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부분에 대부분의 학습조직 주제가 집중되었으

며, 다음으로 사무행정, 간호행정 및 조직사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편, 세부주제로는 업무관리에 가장 많은 학습주제가 집중되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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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객만족, 학습관리, 환자관리 등의 순서로 주제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학습조직에 관한 인식 수준

가. 학습유형에 대한 인식 

학습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직종에 따라 학습조직 운  현황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적응학습, 개인학습에서 집단간 차이

가 나타났다. 직종간 차이가 나타난 적응학습, 개인학습에 대해 사후비교

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학습 역에서 의료기술기능직과 사무직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즉 학습변

혁성에 있어 의료기술기능직이 사무직에 비해 적응학습적 특성에 동의하

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학습 역에서는 의료기술기능직과 간

호직, 의료기술기능직과 사무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학습방식에 있어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 사무직에 비해 개인학

습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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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후검정결과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의미한다.      *p<.05. **p<.01

학습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직급에 따라 학습조직 운  현황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학습조직 경험에 있어 보직자·관리자

가 비보직자·비관리자에 비해 적응학습, 변혁학습, 팀학습, 실험학습, 공유

학습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 다(표 Ⅳ-6).

<표 Ⅳ-5> 학습유형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

학습유형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

기능직

일반기술

기능직
전체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습변혁성

유지학습 3.52 (.56) 3.50 (.54) 3.58 (.81) 3.54 (.55) 3.52 0.58 0.18 

적응학습 3.66 (.70) 3.44✝ (.74) 3.98✝ (.59) 3.52 (.68) 3.58 0.73 5.63**

변혁학습 3.36 (.63) 3.28 (.68) 3.52 (.71) 3.40 (.74) 3.34 0.68 1.10 

창조학습 3.55 (.63) 3.35 (.71) 3.64 (.69) 3.48 (.81) 3.46 0.70 2.29 

학습방식

개인학습 3.29✝ (.57) 3.36✝ (.58) 3.75✝ (.66) 3.42 (.66) 3.37 0.61 5.15** 

팀학습 3.47 (.63) 3.62 (.62) 3.67 (.67) 3.60 (.58) 3.56 0.63 1.40 

조직학습 3.54 (.59) 3.60 (.64) 3.80 (.56) 3.44 (.50) 3.58 0.60 2.09 

타사학습 3.03 (.72) 3.12 (.79) 3.28 (.71) 3.17 (.72) 3.10 0.76 1.07 

고객학습 3.27 (.61) 3.23 (.63) 3.43 (.58) 3.13 (.73) 3.25 0.62 1.25 

환경학습 2.90 (.55) 2.96 (.66) 3.08 (.53) 3.14 (.66) 2.96 0.61 1.49 

학습특성

경험학습 3.34 (.53) 3.32 (.47) 3.46 (.59) 3.32 (.49) 3.35 0.51 0.61 

실험학습 3.14 (.57) 3.19 (.58) 3.29 (.55) 3.17 (.62) 3.17 0.59 0.63 

모방학습 3.22 (.69) 3.29 (.62) 3.17 (.74) 3.21 (.90) 3.22 0.70 0.36 

공유학습 3.56 (.62) 3.68 (.63) 3.90 (.55) 3.85 (.50) 3.65 0.62 3.39 



- 75 -

*p<.05. **p<.01.

나. 학습단계에 대한 인식

학습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직종에 따라 학습단계에 대한 인식이 차

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지식저장 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7). 직종간 차이가 나타난 지식저장 역에 대해 사후비교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술기능직과 사무직의 지식저장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기능직이 사무직

<표 Ⅳ-6> 학습유형에 대한 직급별 인식 차이

학습유형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습의 변혁성 정도

유지학습 3.56 (.60) 3.45 (.57) 1.52 

적응학습 3.72 (.69) 3.43 (.74) 3.26**

변혁학습 3.42 (.66) 3.25 (.69) 2.07*

창조학습 3.53 (.72) 3.37 (.68) 1.81 

학습방식

개인학습 3.43 (.59) 3.31 (.63) 1.56 

팀학습 3.64 (.62) 3.45 (.64) 2.41** 

조직학습 3.64 (.63) 3.51 (.56) 1.72 

타사학습 3.10 (.75) 3.10 (.77) 0.03 

고객학습 3.30 (.65) 3.21 (.59) 1.09 

환경학습 3.02 (.62) 2.89 (.59) 1.84 

학습특성

경험학습 3.32 (.53) 3.36 (.47) -0.59 

실험학습 3.23 (.57) 3.09 (.59) 1.95* 

모방학습 3.24 (.72) 3.22 (.68) 0.16 

공유학습 3.75 (.63) 3.54 (.5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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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지식저장 역에 속하는 학습조직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

다.

✝는 사후검정결과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의미한다.             **p<.01.

학습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직급에 따라 학습단계에 대한 인식이 차

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8).

<표 Ⅳ-7> 학습단계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

학습단계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

기능직

일반기술

기능직
전체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식창출 3.29 (.60) 3.32 (.67) 3.48 (.57) 3.36 (.64) 3.31 (.64) 0.814

지식저장 3.42 (.67) 3.31✝ (.66) 3.77✝ (.65) 3.40 (.69) 3.40 (.68) 4.001**

지식공유 3.42 (.60) 3.50 (.59) 3.74 (.55) 3.57 (.52) 3.49 (.59) 2.635

지식활용 3.50 (.61) 3.48 (.65) 3.66 (.43) 3.65 (.52) 3.51 (.60) 1.181

<표 Ⅳ-8> 학습단계에 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식창출 3.38 (.67) 3.24 (.61) 1.725

지식저장 3.45 (.71) 3.35 (.65) 1.151

지식공유 3.55 (.65) 3.43 (.52) 1.555

지식활용 3.54 (.64) 3.50 (.5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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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

학습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직종과 직급에 따라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검정은 학습조직 구축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요

인분석하여 요인분석 전과 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학습조직 구축수준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개의 요인을 제시해주고 있다<표 Ⅳ-9>. 표를 살펴보면, 요인 1은 환경

차원의 학습성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요인분석 전 이론적으로 제시된 환경

차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항 모두가 매우 유의한 요인 적재량을 보이고 있다. 

요인 2는 조직차원의 학습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조

직 차원의 학습과 관련된 9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이 매우 유의한 요인 적재

량을 보이고 있다.  요인 3은 인간차원의 학습성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이

론적으로 제시된 인간차원의 학습과 관련된 원래 문항 모두가 매우 유의한 요

인 적재량을 보이고 있다. 요인 4는 업무차원의 학습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

로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업무차원의 학습과 관련된 10개의 문항 중 6개의 문

항이 매우 유의한 요인 적재량을 보이고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인은 전체 변

량의 46.29%를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관한 측정도구

는 개념적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전과 

후에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이 직종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

한 결과,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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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환경차원

학습(E)

조직차원

학습(O)

인간차원

학습(H)

업무차원

학습(T)

최신 정보⋅기술⋅기법의 조직유입(E4) 0.70* 0.23 0.00 0.11 

관련학회⋅세미나 활동(E3) 0.66* 0.20 0.00 0.15 

최고 병원과의 협력관계 구축(E2) 0.65* -0.01 0.14 0.17 

외부 컨설턴트의 적절한 활용(E7) 0.61* 0.29 0.13 0.01 

첨단매체를 통한 정보 입수(E6) 0.60* 0.15 0.03 0.15 

혁신운동, 제도도입 등의 선도(E5) 0.53* 0.10 0.04 0.24 

환자의 의견 수렴(E1) 0.51* -0.11 0.24 -0.01 

환경에 통제되지 않고 먼저 적응(E8) 0.48* 0.14 0.22 0.14 

직원들의 전략적 순환보직 활발(O4) 0.06 0.67* 0.17 0.22 

정보자료실 확보 및 정보의 활용(O2) 0.25 0.66* 0.17 -0.11 

성공⋅실패사례 조직내 소6개 및 공유(O5) 0.27 0.64* 0.23 0.05 

정보 및 노하우의 저장(O1) 0.39 0.61* 0.17 -0.03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O3) 0.41 0.59* 0.19 -0.01 

부서간의 정보 및 자료의 공유(O9) 0.03 0.51* 0.14 0.36 

학습하는 조직원들에 대한 보상(H1) 0.10 0.07 0.72* 0.04 

'조직원=부가가치창출 근원‘시각(H4) 0.04 0.21 0.70* -0.06 

능력우선주의의 제도(H2) 0.14 0.06 0.70* 0.09 

비학습에 대한 위기 의식의 확산(H3) 0.13 0.12 0.69* 0.00 

배우는 활동에 높은 우선순위(H6) 0.15 0.22 0.53* 0.27 

조직원들의 조직지향적 사고⋅행동(H7) 0.16 0.19 0.50* 0.23 

상급자의 조직원 성장에 대한 관심(H5) 0.16 0.39 0.49* 0.12 

조직구성원 사이에 상호신뢰 및 존중(H9) -0.02 0.41 0.42* 0.29 

능력있는 외부인력의 입(H8) -0.08 0.45 0.40* 0.18 

업무를 통한 학습활동의 창출(T4) 0.21 0.16 0.04 0.67* 

현장 중심의 활동(T2) 0.19 -0.16 0.09 0.66* 

연구와 개발업무에 대한 투자(T3) 0.07 0.11 0.10 0.66* 

실험적⋅도전적인 업무의 권장(T1) 0.27 0.00 0.12 0.59* 

업무추진시 재량권의 부여(T9) -0.01 0.39 0.12 0.49* 

학습내용의 업무활동에의 활용(T6) 0.17 0.41 -0.01 0.46* 

 고유값(Eigenvalue) 7.56 2.36 1.90 1.61

 설명분산(% of Variance) 26.07 8.15 6.54 5.54

 누적분산(Cumulative %) 26.07 34.22 40.75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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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전과 

후에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이 직급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

한 결과,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11>.

<표 Ⅳ-10>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

학습조직

구축수준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

기능직

일반기술 

기능직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환경

차원

요인분석전 3.24 0.54 3.21 0.50 3.41 0.58 3.32 0.42 1.28

요인분석후 3.24 0.54 3.21 0.50 3.41 0.58 3.32 0.42 1.28

조직

차원

요인분석전 2.80 0.51 2.75 0.45 3.03 0.45 2.84 0.39 2.91

요인분석후 2.83 0.61 2.70 0.54 2.98 0.54 2.81 0.49 2.40

업무

차원

요인분석전 3.13 0.46 3.08 0.42 3.24 0.50 3.23 0.59 1.49

요인분석후 3.12 0.53 3.08 0.48 3.27 0.58 3.27 0.71 1.58

인간

차원

요인분석전 2.96 0.51 2.86 0.59 3.15 0.62 3.10 0.56 2.84

요인분석후 2.96 0.51 2.86 0.59 3.15 0.62 3.10 0.56 2.84

<표 Ⅳ-11>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환경

차원

요인분석전 3.31 0.55 3.18 0.48 1.973

요인분석후 3.31 0.55 3.18 0.48 1.973

조직

차원

요인분석전 2.78 0.51 2.84 0.44 -1.082

요인분석후 2.77 0.62 2.83 0.50 -0.910

업무

차원

요인분석전 3.13 0.56 3.12 0.48 0.280

요인분석후 3.14 0.53 3.11 0.54 0.510

인간

차원

요인분석전 2.93 0.58 2.97 0.54 -0.603

요인분석후 2.93 0.58 2.97 0.5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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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조직의 유효성 및 만족도

직종간에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직무능력 향상, 조직 몰입, 학습조직 만족도, 필요성 인지도, 학

습조직 참여권고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12). 직

종간 차이가 나타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

면, 의료기술기능직과 간호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기능직이 사무직에 비해 학습조직 경험을 통해 직

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하 다. 조직몰입에 대해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무직과 간호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직이 간호직에 비해 학습조직 경험을 통해 조직

몰입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하 다. 학습조직 만족도에 대해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술기능직과 간호직, 사무직, 일반기술기능직간

에서 학습조직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기능직은 간호직, 사무직, 일반기능기술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조직 경험이 보다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 다. 학습

조직 필요성 인지도에 대해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술기

능직과 간호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에 비해 학습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았다. 학습조직 참여권고에 대해 사후검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

술기능직과 간호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에 비해 학습조직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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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후검정결과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의미한다.         *p<.05. **p<.01.

한편, 직급간 학습조직 구축수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13).

 *p<.05. **p<.01.

<표 Ⅳ-12>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 

기능직

일반기술 

기능직
전체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효성

직무능력 향상 3.38✝ (.52) 3.44 (.60) 3.68✝ (.49) 3.57 (.37) 3.44 0.56 3.07*

직무만족 2.97 (.45) 3.01 (.47) 3.14 (.45) 2.99 (.44) 3.00 0.47 1.19

조직몰입 3.05
✝

(.43) 3.22
✝

(.39) 3.15 (.32) 3.06 (.25) 3.13 0.39 3.50*

만족도

학습조직 만족도 3.30
✝

(.73) 3.45
✝

(.81) 3.97
✝

(.74) 3.38
✝

(.65)

3.45 0.68 

6.53**

필요성 인지도 3.37✝ (.78) 3.62 (.85) 3.88✝ (.83) 3.63 (.71) 3.93**

미래활동에 참여의지 3.27 (.71) 3.44 (.75) 3.66 (.79) 3.29 (.75) 2.76

학습조직 참여권고 3.33✝ (.81) 3.51 (.80) 3.84✝ (.77) 3.38 (.77) 3.77*

<표 Ⅳ-13>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에 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효성

직무능력 향상 3.48 (.55) 3.39 (.55) 1.41

직무만족 3.00 (.49) 3.00 (.43) 0.11

조직몰입 3.15 (.43) 3.10 (.35) 1.21

만족도

학습조직 만족도 3.44 (.77) 3.40 (.83) 0.41

필요성 인지도 3.53 (.86) 3.55 (.80) -0.15

미래활동에 참여의지 3.41 (.77) 3.33 (.71) 0.86

학습조직 참여권고 3.53 (.82) 3.35 (.8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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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습조직 성공요인

학습조직의 성공적인 운 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세 

가지를 연구대상자들에게 복수 응답하도록 하 다. 학습조직 참가자의 직

종별로 살펴본 학습조직의 성공요인은 <표 Ⅳ-14>와 같다. 모든 직종에서 

학습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습조직에서 학습한 결과가 현장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

에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기능직에서는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일반기술기능직에서는 타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학습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습조직의 성공적인 운 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학습조직 참가자의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보직자·

관리자 직급과 비보직자·비관리자 직급 모두에서 학습조직의 성공을 위해

서는 학습조직에서 학습한 결과가 현장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

<표 Ⅳ-14> 직종별 학습조직 성공요인

[단위: %]

성공요인 간호직 사무직
의료기술 

기능직

일반기술 

기능직

학습결과의 업무적용 29.9 24.0 21.3 23.2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12.6 10.0 13.8 20.3

관리자 계층의 의지 7.5 14.0 14.9 14.5

조직의 학습문화 8.7 9.7 9.6 4.3

학습조직 주제선정의 적절성 15.0 12.5 13.8 17.4

적절한 보상체제 마련 8.7 12.8 10.6 7.2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열정 17.7 17.1 16.0 13.0

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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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는 학습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바. 학습조직 운  효과

자유응답을 통한 학습조직 운 을 통한 효과에 대한 인식은 <표 Ⅳ

-16>과 같이 나타났다. 표를 살펴보면, 학습조직의 운 에 따른 자기개

발 효과로는 공동목표에의 도전의식 강화, 의사소통능력 향상, 업무능력, 

근무태도 변화, 자기개발 동기형성, 문제 인식과 해결능력 함양 등을 지

적하 다. 또한, 조직 전체 효과로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지적하 으

며, 상호 신뢰와지지, 업무개선 및 효율성 증대, 조직에 대한 애착심 등을 

지적하 다. 

<표 Ⅳ-15> 직급별 학습조직 성공요인

[단위: %]

성공요인 보직자·관리자 비보직자·비관리자

학습결과의 업무적용 25.5 26.4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10.9 14.3

관리자 계층의 의지 12.7 10.3

조직의 학습문화 9.2 8.6

학습조직 주제선정의 적절성 12.9 15.5

적절한 보상체제 마련 12.2 7.4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열정 16.5 17.5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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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조직의 유효성 관련 향요인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로는 학습조직 유효성의 하위 역인 직무능력향상,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두었으며, 독립변수로는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조직 구축수준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 학습단계와 조직유효성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지식창출, 지식저장, 지식공

<표 Ⅳ-16>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자유응답

자기개발 효과 빈도 조직전체 효과 빈도
의사소통능력 6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17

환경변화 대응 능력 2 조직원의 참여의식 4

업무능력 5 상호 신뢰와 지지(타부서 이해) 12

학습능력 2 환자중심의 병원문화 2

근무태도 변화 5 학습하는 문화 2

연구하는 습관 2 조직 내 학습열의 5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형성 5 창조적 업무혁신 4

공동목표에의 도전 의식 강화 7 정보 창출 ․ 공유 ․ 활용 6

전문성(관심분야 지식) 향상 5 업무개선 및 효율성 증대 10

신선한 경험 ․ 보람 4 실무적용 기회 제공 1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 5 조직에 대한 애착심 6



- 85 -

유, 지식활용의 학습단계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

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향관계를 통계적

으로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p<.05. **p<.01.

선정된 회귀모형은 직무능력에 대해 약 43%, 직무만족에 대해 약 

10%, 조직몰입에 대해 약 14%, 경험만족에 대해 약 33%의 예측력을 갖

고 있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지식창출 변수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지식저장, 지식공유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

타났다. 직무만족에서는 지식창출 변수가 .01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에서는 근무년수가 .01수준에서, 성별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의료기술기능직 변수와 지식창출 변수가 .01수준

<표 Ⅳ-17> 유효성 및 만족도 예측 학습단계 변수의 회귀계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험만족

R2 = .430 R2 = .102 R2 = .135 R2 = .334

b B t b B t b B t b B t

상수 1.37 4.97 2.09 7.24 2.60 10.55 1.17 3.24

성별 -.10 -.09 -1.10 .00 .00 -.05 -.20 -.25 -2.58* -.04 -.03 -.34

직급 -.01 -.01 -.09 .05 .06 .74 .11 .13 1.69 .03 .02 .32
직종(간호직기준)

사무직 -.03 -.03 -.33 .01 .01 .06 .02 .03 .24 .13 .10 1.07

의료기술 .10 .06 1.03 .14 .10 1.31 -.04 -.03 -.40 .40 .19 2.99**

일반기술 .09 .05 .80 -.03 -.02 -.23 -.08 -.06 -.76 .04 .02 .28

근무년수 .01 .02 .37 .00 .01 .08 .10 .29 3.64** .02 .03 .47

지식창출 .31 .35 5.68** .16 .22 2.82** .04 .07 .90 .36 .34 5.14**

지식저장 .13 .17 2.52* -.03 -.05 -.62 .06 .10 1.30 .01 .01 .08

지식공유 .15 .16 2.10* .07 .09 .94 -.02 -.03 -.35 .21 .19 2.22*

지식활용 .06 .06 .90 .04 .06 .65 .04 .05 .65 .05 .0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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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식공유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은 지식창출, 지식저장, 지식공유 단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며,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만족은 

지식창출 단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학습조직 참여자의 조직몰입 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 

참여자의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

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지식창출, 지식공유 단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나는 정적인 관계이다.

나. 학습방식과 조직유효성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개인학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환경학습의 학습방식인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

한 향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

-18>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선정된 회귀모형은 직무능력에 대해 약 50%, 직무만족

에 대해 약 16%, 조직몰입에 대해 약 17%, 경험만족에 대해 약 40%의 

예측력을 갖고 있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개인학습, 조직

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팀학습 변수

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서는 성별, 근무

년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팀학습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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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또한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조직학습 변수가 .01수

준에서, 의료기술기능직 변수,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은 개인학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기관학

습, 고객학습의 학습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다. 

또한 학습조직 참여자의 조직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며, 팀학습 방식의 학습방식 수준

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 참여

자의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에 비

<표 Ⅳ-18> 유효성 및 만족도 예측 학습방식 변수의 회귀계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험만족

R2 = .502 R2 = .160 R2 = .174 R2 = .399

b B t b B t b B t b B t

상수 1.04 3.94 1.85 6.39 2.55 10.22 .98 2.76

성별 -.11 -.10 -1.39 -04 -.04 -.41 -.22 -.27 -2.84** -.11 -.08 -1.05

직급 -.03 -.03 -.47 .01 .02 .20 .08 .10 1.34 -.01 -.01 -.08
직종(간호직기준)

사무직 -.10 -.09 -1.09 -.02 -.02 -.17 -.01 -.01 -.15 .04 .03 .37

의료기술 .02 .01 .26 .08 .05 .75 -.03 -.03 -.37 .28 .13 2.20*

일반기술 .10 .05 .90 -.03 -.02 -.24 -.08 -.06 -.82 .05 .02 .36

근무년수 -.01 -.03 -.48 -.02 -.04 -.53 .08 .22 2.90** -.02 -.03 -.39

개인학습 .20 .22 3.77** .03 .04 .50 -.08 -.13 -1.70 .08 .07 1.08

팀학습 .13 .15 2.33* .05 .06 .73 .11 .17 2.05* .13 .12 1.65

조직학습 .20 .22 3.33** .08 .10 1.17 .06 .09 1.07 .33 .30 4.13**

타기관학습 .11 .14 2.77** .08 .12 1.83 .02 .03 .49 .13 .14 2.51*

고객학습 .14 .16 2.86** .10 .13 1.83 .05 .08 1.10 .16 .15 2.46*

환경학습 .02 .02 .31 .05 .07 .99 .01 .02 .26 -.05 -.0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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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으며, 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 학습조직 구축수준과 조직유효성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환경차원, 조직차원, 업무차

원,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인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습

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향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9>

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선정된 회귀모형은 직무능력에 대해 약 34%, 직무만족

에 대해 약 33%, 조직몰입에 대해 약 22%, 경험만족에 대해 약 31%의 

예측력을 갖고 있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환경차원, 업무

차원, 인간차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에서는 인간차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업무차원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서는 성별, 

근무년수, 조직차원 변수가 .01수준에서, 인간차원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서는 의료기술기능직 변수, 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의 변수가 .01수

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은 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만족은 업무차원,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 조직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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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며, 조직차원,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

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 참여자의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에 비해 높으며, 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에

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p<.05. **p<.01.

라. 학습조직의 조직유효성 관련 향요인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조직 

구축수준인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직무

<표 Ⅳ-19> 유효성 및 만족도 예측 학습조직 구축수준 변수의 회귀계수

        종속

독립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험만족

R
2
 = .338 R

2
 = .328 R

2
 = .223 R

2
 = .312

b B t b B t b B t b B t

상수 1.20 3.81 1.25 4.55 2.18 8.50 .68 1.70

성별 -.11 -.11 -1.26 -.05 -.05 -.63 -.21 -.26 -2.83** -.07 -.05 -.61

직급 .01 .01 .15 .01 .01 .15 .08 .10 1.29 .05 .04 .55
직종(간호직기준)

사무직 .01 .01 .09 .04 .04 .48 .03 .03 .35 .17 .13 1.35

의료기술 .15 .09 1.43 .06 .04 .69 -.12 -.09 -1.33 .39 .18 2.88**

일반기술 .05 .03 .45 -.08 -.05 -.78 -.09 -.07 -.96 -.03 -.01 -.22

근무년수 .04 .08 1.22 .01 .03 .50 .10 .28 3.78** .05 .08 1.17

환경차원 .19 .19 2.93** .01 .02 .26 .00 .00 .03 .26 .21 3.19**

조직차원 .02 .01 .20 .06 .06 .86 .23 .27 3.47** -.11 -.08 -1.03

업무차원 .32 .28 4.32** .16 .16 2.52* -.03 -.03 -.43 .37 .25 3.87**

인간차원 .20 .22 3.35** .35 .43 6.56** .11 .15 2.16* .29 .2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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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조직몰입,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향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

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0>2)과 같다. 

<표 Ⅳ-20> 유효성 및 만족도 예측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조직 구축수준 

변수의 회귀계수

        종속

독립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험만족

R2 = .592 R2 = .364 R2 = .267 R2 = .483

b B t b B t b B t b B t

상수 .31 1.12 1.09 3.70 2.09 7.57 .11 .29

학

습

단

계

지식창출 .13 .16 2.51* .01 .02 .20 .00 -.01 -.07 .16 .15 2.17*

지식저장 .09 .12 2.06* -.07 -.10 -1.37 .04 .07 .94 -.07 -.07 -1.03

지식공유 .02 .02 .34 .02 .02 .26 -.08 -.11 -1.19 .12 .11 1.39

지식활용 -.01 -.01 -.13 -.03 -.04 -.56 .00 -.01 -.08 -.06 -.05 -.78

학

습

방

식

개인학습 .14 .16 2.78** -.01 -.02 -.26 -.10 -.16 -2.09* .03 .03 .46

팀학습 .09 .10 1.54 .06 .08 1.03 .11 .17 1.98* .06 .05 .73

조직학습 .12 .14 2.05* .07 .10 1.19 .08 .13 1.43 .27 .24 3.28**

타사학습 .07 .09 1.82 .06 .10 1.59 .01 .03 .38 .06 .07 1.25

고객학습 .04 .05 .92 .02 .03 .48 .01 .01 .15 .11 .10 1.61

환경학습 -.03 -.04 -.76 .02 .03 .41 -.01 -.01 -.15 -.12 -.11 -1.89

구

축

수

준

환경차원 .03 .03 .61 -.02 -.03 -.40 -.03 -.04 -.49 .16 .13 2.00*

조직차원 .08 .07 1.17 .07 .07 .92 .23 .27 3.30** -.10 -.07 -1.02

업무차원 .13 .11 1.92* .14 .14 1.97 -.02 -.02 -.34 .17 .12 1.89

인간차원 .13 .14 2.50* .32 .39 5.80** .10 .14 1.95 .24 .20 3.33**

*p<.05. **p<.01.

표를 살펴보면, 선정된 회귀모형은 직무능력에 대해 약 59%, 직무만족

에 대해 약 36%, 조직몰입에 대해 약 27%, 경험만족에 대해 약 48%의 

예측력을 갖고 있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개인학습 변수

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지식창출, 지식저장, 조직학습, 업무차원, 인

간차원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서는 

2) 성별, 직급, 직종, 근무년수 등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투입하

으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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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차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서는 성별, 근무년수, 조직차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

서, 개인학습, 팀학습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조직학습, 인간차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의료기술기능직 변수, 지식창출, 환경차

원 변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능력은 지식창출, 지식저장의 학습단계가 높을

수록, 개인학습, 조직학습의 학습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차원, 인간차

원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다. 학습

조직 참여자의 직무만족은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

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 조직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

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며, 팀학습의 학습

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

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이며, 한편으로는 개인학습의 학습방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부적인 관계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 참여자의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의료기술기능직이 간호직에 비해 높

으며, 지식창출의 학습단계가 높을수록, 조직학습 방식의 수준이 높을수

록, 환경차원,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나는 정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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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의료기관 구성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의료기관 경 혁신 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조직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Y의료원에서의 학습조직 운 현황과 3개년(2000년, 

2001년, 2002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4일부터 2003년 5월 17일까지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 다. 

그동안 일반 기업에서의 학습조직 구축사례나, 학습조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한용석, 1996 : 김진관, 1997 ; 김종철, 1999 ; 성상현, 1998 ;

차 덕, 2000 ; 나병선, 2001 ; 김수원, 2001)은 있어왔으나, 본 연구가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효과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학습조직의 

효과를 단일측면에서 연구하 던 점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조직 

운 효과, 즉 학습조직의 유효성을 학습변혁성 정도,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특성 및 학습조직 구축 수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학습조직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학습조직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는 국내 사례

가 거의 없다는 점과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구방법적인 측면

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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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조직 운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이 서울소재 1개 의료

기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를 전국 의료

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및 효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학습조직 운  및 효과가 의료기관의 특성과 조직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하려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서울 소재 한 개 의료기관에서 3년 동안 학습조직에 참여한 586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 으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285명으로 회수율이 

50.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회수

율이 20-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회수율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49.1%의 학습조직 참여자의 인

식이 반 될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학습조직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학습조직 운  3개년 동안 연인

원 884명, 실 인원 586명의 구성원이 학습조직에 참여하 다. 참여 구성원

의 성별이나 역할, 근무년수 등은 조직 전체의 구성원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사무직의 경우 매년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매년 교수·수련직의 참여 인원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조직 참여주제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조직 주제가 진료부문(44.3%)

과 사무행정(27.8%)에 집중되었는바,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부분에 

가장 많은 주제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부문에 참여한 학습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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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의료기관의 인적구성이 대부분 진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다음으로 사무행정에 참여한 학습주제가 많은 

것은 학습조직의 운 이 학습과정을 통한 병원문화 창조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 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학습조직 운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학습조

직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에 대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학습변혁성 정도(3.47)를 가장 높게 인식하 으며, 학습조직 

구축수준(3.03)을 가장 낮게 인식함으로써 3개년 동안의 학습조직 구축 수

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학습조직의 유효성에서

는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적 만족(3.45), 직무능력 향상(3.44)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조직의 운 에 따른 직무만족(3.0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이 참여자들의 직무만족 

보다는 경험적 만족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낮게 인지된 것은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경험이 아직 3개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조직 

차원에서의 정착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

에서 김진관(1997)은 학습조직은 조직문화를 포함하여 한 조직의 전 부

문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조직이 조직의 혁신적 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구축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의 긴 시간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관 학습조직에서 학습유형 및 학습단계에 대한 참여구성원의 직

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응학습(의료기술기능직 3.98 : 사무직 3.44), 

개인학습(의료기술기능직 3.75 : 사무직 3.36 : 간호직 3.29), 지식저장(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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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직 3.77 : 사무직 : 3.31)에서 직종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적응학

습(보직자 3.72 : 비보직자 3.43), 팀학습(보직자 3.64 : 비보직자 3.45)에서 

직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구성원의 직종별 차이에서 의료기술기능직

이 다른 직종 참여자에 비하여 적응학습, 개인학습, 지식저장 등의 학습

유형과 학습단계에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의료기술 기능적이 비교적 단

일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타 직종과의 업무 교류가 많지 않은 직종 특

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직자들이 적응학습이나 팀학습에서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보직자들이 부서나 조직의 단합과 공동목표 의식

을 강조하는 의료기관 조직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

조직 구축수준에서는 직종별, 직급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조

직 유효성 및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무능력향상, 조직몰입, 학습조직 만족

도, 필요성 인지도, 학습조직 참여권고 등에서 직종별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단계, 학습방식 및 학습조직 구축수준 별로 구분하여 학습조직 유

효성 및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학습조

직 참여자의 직무능력은 학습단계(지식창출, 지식저장, 지식공유), 학습방

식(개인학습, 팀학습, 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학습조직 구축수준

(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 등이 효과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둘

째, 학습조직 참여자의 직무만족은 학습단계(지식창출), 학습조직 구축수

준(업무차원, 인간차원) 등이 효과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

입은 학습방식(성별, 근무년수, 팀학습), 구축수준(성별, 근무년수, 조직차

원, 인간차원)이 효과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만족도는 학습단계(의료기술기능직, 지식창출, 지식공

유), 학습방식(의료기술기능직, 조직학습, 타기관학습, 고객학습), 구축수준

(의료기술기능직, 환경차원, 업무차원, 인간차원) 등이 효과적인 예측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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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단계, 학습방식 및 학습조직 구축수준을 전체적인 변수로 하

여 학습조직 유효성 및 만족도를 예측하는 회귀계수를 검증하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첫째, 직무능력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지식창출, 지식저장, 

개인학습, 조직학습, 업무차원 및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 등이 중요한 

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인간

차원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이 중요한 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김진관(1997)이 지적하 듯이, 인간차원의 학습조직적 특징이 강하다는 것

은 모든 조직원들이 학습인(continuous learner)이 되어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셋째, 조직몰입 예측변수로는 성별, 근무년수, 개인학습, 팀학습, 

조직차원의 구축 수준이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

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만족 예측변수는 의료기술기능직, 지식창출, 조

직학습, 환경차원, 인간차원의 구축 수준이 중요한 향요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능력, 직무만족,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만족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변수로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이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 덕(2001)과 김진관(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인간차원의 학습조직 구축은 결국 조직 구성원을 인

적자산으로 간주하여 사람에 대하여 투자하고 사람을 육성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능력, 직무만족,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만

족을 높이는데 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조직학습은 직무능력

과 학습조직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조직차원의 학습조직 구축은 조직몰

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나병선(2001)은 이러한 변수들의 

유의미성과 관련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학습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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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직을 자율적 수평조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전반에서 보다 활력이 

넘치고 활동성과 유동성이 커지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운 하는 일에 경

층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 다. 한편, 직무능력향상과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경험만족은 지출창출이 효과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는데, 이

는 김수원(2001)이 지적하 듯이, 학습조직의 핵심은 지식을 창출, 공유

하여 조직 성과를 높이는 학습조직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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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효과를 학습조직의 유효성 측면에서 분석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구성원 중 다양한 직급, 직종이 지속적으로 학습조직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년 교수·수련직의 참여가 증가하

고 있으나,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다는 점과 의료기관의 

조직 규모에 비해 참여 연인원수가 낮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학습조직 참

여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조직 참여 주제가 진료 및 사무행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구성원과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주제가 정책적으로 제시되거나 공모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조

직 참여 주제를 참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주제로 할 경우에는 구성원들

의 특정 관심 분야 또는 전문분야에 국한됨으로써 학습조직의 운  목적

중의 하나인 벽없는 조직 만들기, 바람직한 병원 학습문화 구축 등에 효

과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기관의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

게 나타난 본 조사 결과와 학습조직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장

시간의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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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학습단계, 

학습방식, 학습조직 구축수준에 대한 인식 등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각

기 다른 학습단계와 학습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직종과 직급에 따른 학습조직 운  방안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에 따른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조직유효성의 구성요소인 직무능력 향상,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학습조직 경험만족도 등의 체계적인 개념 정립과 각각의 유효성을 효과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초점을 둔 학습조직 운 목적 설정과 지

원활동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직의 미래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능력에 달려있다. 조직이 생

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개인학습이 조

직차원으로 끊임없이 확산·공유되어야 하며, 조직학습이 반복·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상화된 혁신이 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시도되어

야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좀 더 추구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가 서울

소재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운 한 학습조직 운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학습조직 운 기관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조직의 순수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습조직의 유효성 측정에 있어서 참여구성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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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인 직무능력 향상,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학습조직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국한시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조직 유효

성 측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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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학습조직 운 효과에 대한 인지 조사 설문지

제 Ⅰ 부 : 학습조직 운 현황에 대한 인식

Ⅰ -1. 다음에 제시된 8개 문항은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의 학습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연구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최근 3년간 학습조직에 참여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

기관에서의 학습조직 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의료원의 학습조직 운 에 대한 평가 및 의료기관에서의 학습조직 도입에 필

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시어, 귀하의 학습조직 참여 경험 및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시어 2003년 5월 17일 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4

지도교수 : 조우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연 구 자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전공   남종해 올림

연 락 처 : 02-361-5074 / FAX 02-312-5370 / E-Mail kyonam@yumc.yonsei.ac.kr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가 참여했던 학습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귀하의 생각

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개 이상의 학습조직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인

상에 남거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참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내가 참여한 학습조직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병원 업무의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수준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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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 다음은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팀의 학습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내가 참여한 학습조직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되 약간의 재량이 

허용되었다.

1┅┅2┅┅3┅┅4┅┅5

3. 문제가 발생하면 방법을 즉각 수정하고 개선하 다. 1┅┅2┅┅3┅┅4┅┅5

4. 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회의나 교육,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2┅┅3┅┅4┅┅5

5.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면서, 타부서와의 교류가 

활발하 다.

1┅┅2┅┅3┅┅4┅┅5

6.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을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기도 하 다.

1┅┅2┅┅3┅┅4┅┅5

7. 전체 학습조직 차원에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진단활동이 이루어졌다.

1┅┅2┅┅3┅┅4┅┅5

8. 환경 변화에 맞게 학습조직의 구조⋅비전⋅목표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1┅┅2┅┅3┅┅4┅┅5

내가 참여한 학습조직은(에서는)...

1. 다른 팀 사람들의 스킬도 배우고 학습했다. 1┅┅2┅┅3┅┅4┅┅5

2. 각자가 일정기간마다 자신의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갔다.

1┅┅2┅┅3┅┅4┅┅5

3.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열중하 다.

1┅┅2┅┅3┅┅4┅┅5

4. 개인보다는 팀에 대해 더 많은 가치와 우선권을 

부여하며, 팀원들의 시너지 구축방식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

1┅┅2┅┅3┅┅4┅┅5

5. 팀원 모두가 팀의 사명, 목적, 운 절차의 수립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하 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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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팀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 다.

1┅┅2┅┅3┅┅4┅┅5

7. 개인으로는 학습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학습하 다.

1┅┅2┅┅3┅┅4┅┅5

8. 학습조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 다.

1┅┅2┅┅3┅┅4┅┅5

9. 서비스 향상, 학습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장치나 

학습조직을 적극 활용하 다.

1┅┅2┅┅3┅┅4┅┅5

10.타 병원의 동향이나 전략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학습의 기회와 경쟁우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 다.

1┅┅2┅┅3┅┅4┅┅5

11.타 병원의 최고의 업무관행(best practice)을 학습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 다.

1┅┅2┅┅3┅┅4┅┅5

12.협력병원,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활발하게 주고받았다.

1┅┅2┅┅3┅┅4┅┅5

13.내(외)부 고객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요구사항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다.

1┅┅2┅┅3┅┅4┅┅5

14.내(외)부 고객의 제안 또는 불만 사항 등을 조직 내부에 

여과 없이 전달하여 업무활동 개선에 활용하 다.

1┅┅2┅┅3┅┅4┅┅5

15.내(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상호학습의 장으로 활용하 다.

1┅┅2┅┅3┅┅4┅┅5

16.조직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정보를 수집하여 팀 

또는 원내에 전파하 다.

1┅┅2┅┅3┅┅4┅┅5

17.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동향 등이 우리 기관 전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략 수립에 활용하 다.

1┅┅2┅┅3┅┅4┅┅5

18.세계의 환경, 기술, 산업, 정치, 문화 등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여 전략의 수립에 활용하 다.

1┅┅2┅┅3┅┅4┅┅5

19.업무시 과거 경험이나 기존자료를 활용하 다. 1┅┅2┅┅3┅┅4┅┅5

20.이전에 성공했던 행동이나 전략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1┅┅2┅┅3┅┅4┅┅5

21.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보다 내부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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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다음은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의 학습단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내가 참여한 학습조직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기존 정보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1┅┅2┅┅3┅┅4┅┅5

23.이전에 실패했던 사례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 다.

1┅┅2┅┅3┅┅4┅┅5

24.환경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이 이루어 졌다.

1┅┅2┅┅3┅┅4┅┅5

25.다른 의료기관의 행동 및 새로운 업무 도입을 계속 

주목 하 다.

1┅┅2┅┅3┅┅4┅┅5

26.다른 조직에서 성공적이었던 전략을 우리 조직에도 

도입하여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 다.

1┅┅2┅┅3┅┅4┅┅5

27.선진 의료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직 내에 알려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 다.  

1┅┅2┅┅3┅┅4┅┅5

28.조직내 구성원들간에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다.

1┅┅2┅┅3┅┅4┅┅5

29.업무시 다른 동료의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며, 자신도 

자주 동료에게 아는 바를 제공해 주는 편이었다.

1┅┅2┅┅3┅┅4┅┅5

30.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곧 조직 전체에 알리려고 

노력하 다.

1┅┅2┅┅3┅┅4┅┅5

내가 참여한 학습조직은(에서는)...

1. 업무에 필요한 병원 내 자료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 다.

1┅┅2┅┅3┅┅4┅┅5

2. 업무와 관련된 병원 밖의 다양한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 다.

1┅┅2┅┅3┅┅4┅┅5

3. 전문적 노하우와 다른 조직의 전문적 노하우를 

결합하거나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 서비스 등을 

창출하 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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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 학습조직의 성공적인 운 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세가지

를 √표 해주십시오 .

□ 학습한 결과를 업무에 적용

□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 관리자 계층의 의지

□ 조직(기관)의 학습문화

□ 적합한 학습조직 주제선정

□ 적절한 보상체제 마련

□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열정

□ 기타 의견(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팀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이 문서나 정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1┅┅2┅┅3┅┅4┅┅5

5. 학습조직 차원에서 수행해 온 중요한 노하우나 

업무처리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1┅┅2┅┅3┅┅4┅┅5

6. 팀원들의 중요한 노하우, 지식,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1┅┅2┅┅3┅┅4┅┅5

7. 팀원들이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자신의 노하우나 

지식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이를 기꺼이 

전수해 주었다.

1┅┅2┅┅3┅┅4┅┅5

8. 부문간, 조직간, 개인간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신속하고 

원활하 다.

1┅┅2┅┅3┅┅4┅┅5

9.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노하우를 습득한 사람이 이를 조직 내에 

적극적으로 전파하 다.

1┅┅2┅┅3┅┅4┅┅5

10.자신이 보유한 주요 지식, 노하우, 정보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 다.

1┅┅2┅┅3┅┅4┅┅5

11.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조직이 소유한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1┅┅2┅┅3┅┅4┅┅5

12.학습조직의 경쟁력과 가치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 

밖의 노하우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 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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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학습조직 구축 수준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한 문항입니다 .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문항들에 대해 귀하가 근무하는 병

원을 가장 가깝게 설명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Ⅱ-1. 환경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

1.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환자들의 제안이나 불만을 자주 

접수한다.

1┅┅2┅┅3┅┅4┅┅5

2. 관련분야 최고의 병원을 벤치마킹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획득한다.

1┅┅2┅┅3┅┅4┅┅5

3. 관련 학회나 세미나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1┅┅2┅┅3┅┅4┅┅5

4. 최신 정보⋅기술⋅경 기법⋅유행 등이 조직에 수시로, 

신속히 소개된다.

1┅┅2┅┅3┅┅4┅┅5

5. 타 병원들이 모방하는 혁신운동, 제도도입 등을 먼저 

선도한다.

1┅┅2┅┅3┅┅4┅┅5

6.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한다.

1┅┅2┅┅3┅┅4┅┅5

7. 외부의 컨설턴트나 컨설팅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1┅┅2┅┅3┅┅4┅┅5

8. 로비나 기타 향력을 통해 환경에 통제당하기 보다 

먼저 적응한다.

1┅┅2┅┅3┅┅4┅┅5

Ⅱ-2. 조직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

1. 새로운 정보나 노하우 등이 즉시 문서화, 상자료화 

등 데이터 베이스화(DB) 된다.

1┅┅2┅┅3┅┅4┅┅5

2. 정보자료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주 활용된다. 1┅┅2┅┅3┅┅4┅┅5

3. 조직내 원내방송, 소식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구축되어 잘 활용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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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직원들의 전략적 순환보직(직무순환 및 이동)이 잘 

이루어진다.

1┅┅2┅┅3┅┅4┅┅5

5. 조직 내외의 성공⋅실패사례 또는 기법들이 조직내에 

자주 소개되고 공유된다.

1┅┅2┅┅3┅┅4┅┅5

6. 정규조직 이외에 동호인 모임이나 공통관심 연구회 

등의 비정규 집단(informal group) 활동이 활발하다.

1┅┅2┅┅3┅┅4┅┅5

7. 정보 및 지식을 최초로 습득한 개인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이 정보나 지식은 지속적으로 보존된다.

1┅┅2┅┅3┅┅4┅┅5

8. 과거에 활용했던 정보나 자료, 지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폐기한다.

1┅┅2┅┅3┅┅4┅┅5

9. 업무상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타부서로부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1┅┅2┅┅3┅┅4┅┅5

Ⅱ-3. 업무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

1. 실험적⋅도전적인 업무가 많이 있거나 권장된다. 1┅┅2┅┅3┅┅4┅┅5

1┅┅2┅┅3┅┅4┅┅52. 업무 추진시 현장 중심의 활동 비중이 높다.

3. 연구와 개발업무에 비용과 시간 투자 비율이 높다. 1┅┅2┅┅3┅┅4┅┅5

4. 업무를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많이 있다. 1┅┅2┅┅3┅┅4┅┅5

5. 필요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즉시 받을 수 있다. 1┅┅2┅┅3┅┅4┅┅5

6. 연수나 교육을 통해 새롭게 학습한 것을 업무과정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진다.

1┅┅2┅┅3┅┅4┅┅5

7. 업무 추진이 개개인보다도 집단 중심으로 전개된다. 1┅┅2┅┅3┅┅4┅┅5

8. 업무 추진시 최종적 성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시 

된다.

1┅┅2┅┅3┅┅4┅┅5

9. 업무 추진의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1┅┅2┅┅3┅┅4┅┅5

10. 급여나 승진 등의 물질적 보상 이외에 ‘좋아서’ 일을 

하기도 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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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 학습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을 통해 성취한 직무 만족 , 조직 몰입 , 그리고 

직무능력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학습조직 참가전과 비교

할 때 다음 항목들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 변화한 정도에 따라  √표 해주십

시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Ⅱ-4. 인간차원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수준

1. 아무런 실패도 없는 사람보다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뭔가를 학습한 사람이 승진한다.

1┅┅2┅┅3┅┅4┅┅5

2. 연공서열보다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는다. 1┅┅2┅┅3┅┅4┅┅5

3. 공부 안하면 이 조직에서 도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다.

1┅┅2┅┅3┅┅4┅┅5

4. 조직 구성원을 인건비 위주의 비용 발생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 즉 자산으로 보려고 

한다.

1┅┅2┅┅3┅┅4┅┅5

5. 상급자가 조직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 높은 

학습 의욕과 변화 의욕을 보여준다.

1┅┅2┅┅3┅┅4┅┅5

6. 교육, 연수, OJT 등 뭔가 배우는 활동이 조직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1┅┅2┅┅3┅┅4┅┅5

7.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입장에서 사고와 행동을 한다.

1┅┅2┅┅3┅┅4┅┅5

8. 능력 있는 외부인력이 입되고 이들이 조직에 잘 

적응한다.

1┅┅2┅┅3┅┅4┅┅5

9.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존중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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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직무능력의 향상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조직 경험을 통해...

1. 직무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향상되었다. 1┅┅2┅┅3┅┅4┅┅5

2.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컴퓨터, 외국어 등)이 향상 

되었다.   

1┅┅2┅┅3┅┅4┅┅5

3.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1┅┅2┅┅3┅┅4┅┅5

4. 상급자, 동료, 하급자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1┅┅2┅┅3┅┅4┅┅5

5.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1┅┅2┅┅3┅┅4┅┅5

6. 일에 대한 습관, 가치관, 태도 등이 나아졌다. 1┅┅2┅┅3┅┅4┅┅5

7.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 1┅┅2┅┅3┅┅4┅┅5

8. 개인학습능력이 신장되었다. 1┅┅2┅┅3┅┅4┅┅5

9.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형성이 가능하 다. 1┅┅2┅┅3┅┅4┅┅5

10.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지지가 향상되었다. 1┅┅2┅┅3┅┅4┅┅5

11. 창조적 업무혁신이 이루어졌다. 1┅┅2┅┅3┅┅4┅┅5

12. 조직내 학습열의가 증가하 다. 1┅┅2┅┅3┅┅4┅┅5

13. 학습하는 문화가 구축되었다. 1┅┅2┅┅3┅┅4┅┅5

Ⅲ-2. 직무에 대한 만족도

1. 일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보수 받는다는 생각이 높아졌다. 1┅┅2┅┅3┅┅4┅┅5

2.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승진관리를 받는다는 생각이 

높아졌다.

1┅┅2┅┅3┅┅4┅┅5

3. 현재 직무에서 더 많은 만족과 보람을 갖게 되었다. 1┅┅2┅┅3┅┅4┅┅5

4. 직장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마지못해 

생활한다.

1┅┅2┅┅3┅┅4┅┅5

5. 전반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보람이 향상 되었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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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병원의 경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었다. 1┅┅2┅┅3┅┅4┅┅5

7. 병원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다.

1┅┅2┅┅3┅┅4┅┅5

8. 병원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1┅┅2┅┅3┅┅4┅┅5

Ⅲ-3. 조직 몰입

1. 병원과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일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1┅┅2┅┅3┅┅4┅┅5

2. 병원과 조직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점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1┅┅2┅┅3┅┅4┅┅5

3. 자신뿐만 아니라 병원을 위해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1┅┅2┅┅3┅┅4┅┅5

4. 기회만 닿는다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고 

싶어졌다.

1┅┅2┅┅3┅┅4┅┅5

5.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었다. 1┅┅2┅┅3┅┅4┅┅5

6. 남은 직장생활을 기꺼이 이 병원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졌다.

1┅┅2┅┅3┅┅4┅┅5

Ⅲ-4.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 경험을 전반적으로 학습조직 참여 전․후로 평가 하 을  

      때, 아래 항목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표 해 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학습조직에 대해 만족한다. 1┅┅2┅┅3┅┅4┅┅5

2. 학습조직은 본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제도다. 1┅┅2┅┅3┅┅4┅┅5

3. 다음 기회에도 학습조직에 참여하겠다. 1┅┅2┅┅3┅┅4┅┅5

4. 학습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에게 학습조직 참여를 

권하겠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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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 위 항목이외에 학습조직을 통해 얻게 된 자기개발 및 조직전체 효

과들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 부 : 기 초 조 사

※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해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입니다 .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① 성별 □ 남 □ 여

② 근무지 □ 신촌 □ 동 □ 용인 □ 광주

③ 직급 _______________ 급

④ 직종 □ 교수/수련직 □ 간호직 □ 사무직

□ 의료기술·기능직 □ 일반기술·기능직 □ 기타

⑤ 근무연수 _______________ 년

⑥ 학력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⑦ 학습조직 참여

횟수
□ 1회(팀) □ 2회(팀) □ 3회(팀) □ 4회(팀)이상

⑧ 학습조직 개념 □ 참여 전에 잘 알고 있었다  □ 참여 전에 조금 알고 있었다

□ 참여 전에 잘 몰랐다 □ 참여 전에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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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의료원에서 운 한 학습조직의 주제 번호입니다 . 

귀하가 참여한 학습조직의 주제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 

1. 2000년도 학습조직 주제목록 (총 37팀 )

□ 2000년-01   2형 당뇨환자의 퇴원후 외래 양관리시스템 개발과 효과분석

□ 2000년-02   ICU 환자 분류체계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 2000년-03   간호대 사무행정 업무지침을 간호대 홈페이지에 게재

□ 2000년-04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 2000년-05   급식업무의 리엔지니어링

□ 2000년-06   기독정신의 생활화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년-07   내과계 간호업무 혁신(간호수행과정, 환자교육프로그램개발 등)

□ 2000년-08   대학행정과 교실업무간의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의 효과적 운 방안

□ 2000년-09   마취회복실 간호사의 업무변화 모색

□ 2000년-10   미 완결 의무기록의 개선방향

□ 2000년-11   미국 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간호업무 견학

□ 2000년-12   수술기계에 대한 중앙공급실의 세척, 소독업무 개선안

□ 2000년-13   수술실 수술간호 서비스의 수월성을 위한 전략

□ 2000년-14   신.구약 성경공부

□ 2000년-15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프리셉터제도 운

□ 2000년-16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업무의 질향상과 효과분석

□ 2000년-17   연세의료원 ERP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00년-18   연세의료원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설계 및 구축

□ 2000년-19   동세브란스병원 지식체계 구축

□ 2000년-20   양검색 프로그램 개발

□ 2000년-21   외래간호부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연구

□ 2000년-22   외래환자의 동선 및 대기시간에 대한 벤치마킹

□ 2000년-23   유방암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0년-24   유형자산 이력관리 Network System개발 및 구축

□ 2000년-25   의료관련 인터넷 도메인 자료화 및 수익증대방안 모색

□ 2000년-26   인공신장실 홈페이지 제작

□ 2000년-27   일반행정 업무와 의료보험 정보 관련 홈페이지 제작



- 116 -

□ 2000년-28   일본의 의료행정, 의료기기 등의 지식을 습득

□ 2000년-29   중앙공급실의 공휴일 폐쇄에 따른 업무개선

□ 2000년-30   진료비정보시스템 개발

□ 2000년-31   치료식 식사만족도 증진을 위한 치료식 선택제 실시

□ 2000년-32   타병원 경 전략 및 고객만족 실천현황 벤치마킹

□ 2000년-33   테마를 접목시킨 안이병원의 고객서비스 전략

□ 2000년-34   해부병리과와 원내 상시스템 공유개발 및 그 효과

□ 2000년-35   현행 진료비 민원처리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 개선방안

□ 2000년-36   혈액암, 소아암 환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0년-37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지식공유 Network 구성

2. 2001년도 학습조직 주제목록 (총 36팀 )

□ 2001년-01   3교대 근무부서 근무표시스템 개발

□ 2001년-02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 학습 및 평가, 유용한 팁 공유

□ 2001년-03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통한 법률용어 및 사례학습 연구

□ 2001년-04   PC의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

□ 2001년-05   간병인 관리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증진

□ 2001년-06   간호업무 실무표준의 전산 네트워크 구축

□ 2001년-07   내과계 간호업무 혁신(인터넷 활용 환자교육 등)

□ 2001년-08   내부고객의 만족

□ 2001년-09   디지털 상 이용 웹상에서의 병원홍보 및 인터넷방송을 위한      

기본컨텐츠 구축

□ 2001년-10   병원홍보 및 고객감동을 위한 원내방송 운 방안

□ 2001년-11   선치료 후수납 제도하에서의 진료비 관리방법 개선

□ 2001년-12   세브란스 서비스아카데미(SSA) 활동을 통한 운 모델 제시

□ 2001년-13   수 을 통한 체력향상 및 자신감 고취

□ 2001년-14   수익부문(Profit center)으로서의 전화예약센터 역할 및 운 에    

관한  연구

□ 2001년-15   심장혈관병원 사회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  및 확대 방안 연구

□ 2001년-16   심장혈관병원 수술실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업무개선 방안

□ 2001년-17   약제 및 간호업무 개선을 위한 약제부 병실 OCS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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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18   연세의료원 원격진료시스템 구축방법에 관한 고찰

□ 2001년-19   연세의료원 직원 사회봉사단 운 에 관한 연구

□ 2001년-20   예.결산 및 물류관리시스템 개선 활동

□ 2001년-21   외과계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1년-22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안

□ 2001년-23   외래간호부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2001년-24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구매 실현 방안

□ 2001년-25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1년-26   정도관리팀(Quality Assurance Team:QAT) 운 방안에 관한 연구

□ 2001년-27   정보기술을 통한 직원과 환자와의 교류

□ 2001년-28   중환자의 양불량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양지원 운 체계 확립

□ 2001년-29   진단방사선과 종합정보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전략

□ 2001년-30   질환별 입원진료비 설명을 위한 기초연구(TOP 10상병 중심으로)

□ 2001년-31   체계적인 퇴원계획과 효율적인 추후관리방법 고안

□ 2001년-32   최고의 병인식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체계 마련

□ 2001년-33   출장검진 연구

□ 2001년-34   치과 특진환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기적인 협진체계의 개발 

□ 2001년-35   혈액 반납률 감소 및 동병원의 MS(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설정

□ 2001년-36   효율적인 Client 관리를 통한 전산장비 TCO 절감 방안

3. 2002년도 학습조직 주제목록 (총 24팀 )

□ 2002년-01   고객지향 무정지 시스템, Thin Client에 관한 연구

□ 2002년-02   병원홍보용 동화책 만들기

□ 2002년-03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2002년-04   소변기를 통한 소변량 측정기 개발

□ 2002년-05   실천하는 친절서비스를 위한 교육자료의 구축

□ 2002년-06   외래 고혈압환자의 양 추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

□ 2002년-07   외래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부서간 통합관리의 효율적 운   

 및 확대방안

□ 2002년-08   원내 제조 약품의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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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9   웹등록을 통한 고객 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 고객정보시스템 구축

□ 2002년-10   위생관리지표 개발을 통한 급식관리 업무 개선

□ 2002년-11   응급진료센터의 Trauma Team Organization(외상전문팀조직)

□ 2002년-12   중환자실 진료비관리를 위한 학습조직

□ 2002년-13   중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Protocol개발

□ 2002년-14   직물실험 측정을 통한 병원 세탁물의 표준화와 효율적 관리 및 인체 

위해성 예방에 관한 연구

□ 2002년-15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전자편람 및 홈페이지 개발

□ 2002년-16   진료과별 진료지침, 보험정보 교육 및 전달체계 개발

□ 2002년-17   처방과 처치 수가의 누락, 착오를 줄이자

□ 2002년-18   척추수술환자의 환자사례 관리모형 개발 및 적용효과

□ 2002년-19   치과병원 동 상 서비스 교재 제작

□ 2002년-20   치과병원 진료 지원인력의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

□ 2002년-21   환자 식사만족도 증진을 위한 배선 및 퇴식서비스 시스템 개선

□ 2002년-22   환자 이송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증진

□ 2002년-23   효율적인 약제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네트워크 구축

□ 2002년-24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물자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공유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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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Organization 
Managed by Medical Center

          Jong Hae Na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D., Ph.D.)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a plan to construct learning 

organization in a medical center by examining the factors to influence the 

present condition and effectiveness in managemen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by the medical center.

To analyze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the medical center, we collected the data of 586 persons who participated once 

or more times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managed from 2000 to 2002 by Y 

Medical Center located in Seoul, and included the data of 285 persons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the participants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for the 3-year management were 884 persons per 

year and the actual numbers of people were 586 members, who mostly came 

from the departments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44.3%) and office 

administration (27.8%). Second, general cogni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the medical center was shown to be highest in a 

degree of learning reform (3.47),  while a construction level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was shown to be lowest (3.03). Referring to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satisfaction with experience in the whole fiel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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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organization (3.45)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mpetency (3.44) 

were highly recognized, however, duty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3.00) was shown to be 

comparatively low. Third, the differences by occupation of the participants for 

the learning types and learning levels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of the 

medical center exhibited in the adaptational learning (medical technical service  

3.98; and office worker 3.44), private learning (medical technical service 3.75; 

office worker 3.36; and nurse 3.29), and knowledge storing (medical technical 

service 3.77; and office worker 3.31). The differences by working position 

existed in adaptational learning (assigned worker 3.72; and non-assigned 

worker 3.43), and team learning (assigned worker 3.64; and non-assigned 

worker 3.45). On the contrary, there were no differences by occupation and 

working position in the construction level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However,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organization, there were differences by occupation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arning organization satisfaction, necessity recognition and 

recommendation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Fourth, the 

variables to assume the learn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by 

the learning level, learning method and leaning organization constructing level 

were shown as follows: 1) the learning level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storing and knowledge sharing), learning method (private learning, team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learning from other centers and learning from 

customers) and learning organization constructing level (environmental, 

occupational and human levels) for the assumption of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mpetency of the participants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2) the 

learning level (knowledge creation) and constructing level (occupational and 

human levels) for the prediction of the duty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3) 

the learning method (team learning) and constructing level (organizational and 

human level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4) the learning level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sharing), learning method (organizational 

learning, learning from other centers and learning from customers) and 

constructing level (environmental, occupational and human levels) for the 

satisfaction estimation of general experience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Fifth, 

a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to predi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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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organization through the 

learning level, learning method and learning organization constructing level as 

the general variables, the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were shown as follows: 

1)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storing, private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of occupational and human 

levels as the factors to predict the working competency; 2) learn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of the human level as the factors to assume the duty 

satisfaction; 3) gender, working years, private learning, team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onstruction level for the prediction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4) medical technical service,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learning, and constructing level of the environmental and human levels for the 

assump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experience in the general learning 

organiz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of the effects in manag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by the medical center, we can conclude the followings.

First, the members of the medical center who are in various working 

positions and occupations need to continuously participate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Second, the main subjec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the offic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diverse subjec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members and organization of the medical center need to be suggested or 

offered politically. Third, ceaseless exertions are necessary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the organizational level. Fourth, a 

plan to manage the learning organization and the roll allotment according to 

the occupation and working position with the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are required because there is different recognition of the 

learning level, learning method and learning organization constructing level 

according to the working position and occupations of the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organization. Fifth, to raise the organizational 

outcome from the managemen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the medical 

cent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concepts in the constituents of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working competency improvement, 

duty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experience 

satisfaction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to set up the management goa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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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rning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variables to effectively predict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support the relevant activities. Finally,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is dependent on the learning competencie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To continuously exist and develop the organization, the 

private learning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should be constantly spread 

and shared over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the usual innovations such as 

repetitive and habitual organizational learning should be generally tried out 

throughout the whole field of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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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words: learning organiz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cal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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