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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학습 형식이 탐험과 활용이라는 양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프로세스에 관해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직 지원과 관계 문화의 특성은 어떤 매개 또는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적 자본 기업 패널 조사를 활용, 설문에 응답한 548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형식 학습과 무
형식 학습은 기업의 성과인 탐험 성과와 활용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들이 느끼는 조직 지원 인식은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이 양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방향에 대해 완전
매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 문화는 무형식 학습이 조직의 활용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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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tion or moderation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and relational culture on the ambidextrous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using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548 data provid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shown that formal learning and informal learning provided 
to the memb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ambidextrou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POS 
showed that full and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the formal learning and informal learning on 
ambidextrous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relational culture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positively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exploita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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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기업은 조직성과 창출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유
지⋅발전을 통한 성과 창출 외에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신제품을 개
발하는 특별 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적(exploitative) 성과와 탐험적
(explorative)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적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1][2].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내 조직이 활용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탐험적 성과 추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전략, 문화, 
조직구조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
서는 이들 간의 정합성을 스스로 파괴해 나가야하기 때
문이다[3].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프로
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신성장 조직
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존 사업과의 마찰과 경영 리스크
를 최소화하면서 신규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국
내 기업들은 지금까지 창조적 혁신에 의한 탐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유지⋅발전에 치
중하는 활용 중심의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젠 국내
에서도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전의 패
스트 러너(fast learner)에서 프론트 러너(front 
runne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한층 요구되고 
있다[4].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양면적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종전의 학습 형식은 기업 내부 연수원이나 외부 교육기
관에 모여서 사전에 준비된 지식을 강사로부터 전달받
는 형태의 집합식 훈련 중심의 형식 학습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현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명
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형식 학습 외에도 일터학습, 우연
학습 등으로 불리는 무형의 학습 역시 기업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형식 학습 참여가 많
았으나 무형식 학습에 속하는 학습조직, 코칭 및 멘토
링, OJT(On the Job Training) 등 다양한 형태의 학

습에 관한 구성원 참여가 점점 더 과거 대비 늘어나고 
있다[5]. 

무형식 학습의 장점은 개개인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고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6]. 또한 무형
식 학습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조직의 요
구에도 잘 부합한다[7]. 하지만 학습 형식과 양면적 조
직성과 간의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 형식이 양면적 조직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술적 의미에서의 
조직 지원 인식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조직이 이를 수
용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다. 즉 교육
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에 적용할 기
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정도이
다[8]. 학습 형식에 따라 형식 학습은 조직 차원에서 제
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형식 학습의 경우에는 
일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으로 학습
자가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은 학습 형식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활용 및 탐험이라는 조직의 양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학습 형식과 조직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의 지
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높은 수
준의 조직 지원을 받는 구성원은 관리자로부터 인정, 
보상, 협력, 촉진 및 충분한 자원 제공 등에 의해 성공
적으로 작업이 수행될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환
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직무에 몰입함으로써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조직 지원 인
식이 학습형식과 양면적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조직문화는 양면적 조직성과를 동
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직 관리 고려 사항 중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면성 조직의 상황 요인 중 조직
문화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국내
와 같이 관계 문화가 거의 대부분의 조직문화를 이루고 
있는 조직의 경우 탐험 및 활용과 같은 이질적 성격의 
성과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
로 구성원들의 조직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국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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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조직문화 특성인 관계 문화와 학습 형식과의 관련
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관계 문화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직성과 및 신뢰에 긍정
적인 조절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10] 본 연구는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탐
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이 양면적 성과를 추구할 때, 
학습 형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로 조직 지원 인식과 국내 기
업의 보편적 특성인 관계 문화가 학습 형식이 양면적 
조직성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매개 또는 
조절효과 작용을 하는지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교육 및 조직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국내 
기업의 특성인 관계 문화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지원의 중요성을 밝혀 국내 경영콘텐츠 연구에 관한 시
사점을 보다 넓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학습 형식과 조직의 양면적 성과 
양면성(ambidexterity)이란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의 

조직성과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양면성 중 하나의 축인 활용(exploitation)은 기존 제
품을 단기적으로 개선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며 
또 다른 축인 탐험(exploration)은 제품을 새롭게 혁
신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다[1][2]. 그
러므로 활용적 성과는 효율성 기반 성과를 의미하며 탐
험적 성과는 효과성 기반 성과 도출을 뜻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성과 효
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율성
을 바탕으로 한 활용이 없는 탐험은 역량 개발이 어려
운 반면에, 효과성을 바탕으로 추구되는 탐험이 없는 
활용은 새롭고 유용한 방향을 발견하기 어렵다[1]. 따라
서 기업 활동은 안정과 지속적인 변화라는 역설을 충분
히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11]. 이에 따라 조직의 
양면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학습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학습 형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 형식의 구분은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 학습은 학문적 연
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술 및 직업훈
련을 뜻한다[12]. 반면, 무형식 학습은 사람들이 주변의 
각종 자원들(대중매체, 이웃, 가족, 일과 놀이 등), 일상
의 경험 및 주변 전문가로부터 기술,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형식 학습은 학습 요소(학습목
적, 학습내용, 학습장소)가 학습 제공자의 의도성, 통제
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무형식 학습은 학습 요소
가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 개방성,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 형식의 구분 없이 기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
발(HRD) 활동과 조직성과 간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HRD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HRD 활동에는 참고로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을 모
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14]. 

한편 형식 학습으로 대변될 수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
템과 조직성과 간의 연구에서도 두 프로세스 사이에 긍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연구에서 밝혀 왔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개발, 동기부여,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실행하는 체계화
된 HR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15]. 그간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지식 교환에 의한 활용 성과와 지식 창출
에 의한 탐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5].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진행되는 형
식 학습은 활용 및 탐험 성과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참여율이 높을수록 근로
자들의 직무 능력과 근로 의욕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며 경영진의 학습 지원, 자율적 작업, 역량 
기반 평가⋅보상은 무형식 학습 참여 활성화를 매개하
여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더욱이 지식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무형식 학습
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형식 학습은 직무능력 향상, 직무몰입, 학습전이 등 
구성원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기업
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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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무형식 학습과 팀 
효과성의 관계에서도 팀원 간 소통, 신뢰, 그리고 규율
이 형성될 경우 팀에 대한 공헌이나 몰입 그리고 만족 
역시 올라가 조직이 추구하는 탐험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를 토대로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모두 학습 형식에 상관없이 조직의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설 1-가설 4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1: 무형식 학습은 조직의 탐험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형식 학습은 조직의 탐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무형식 학습은 조직의 활용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형식 학습은 조직의 활용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 지원 인식의 매개효과 
Eisenberger et al.(1986)에 의해 제안된 조직 지원 

인식(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란 
사회교환 이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즉 조직 지원 인
식이란, 조직이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
고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정도를 구성원들이 
믿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8]. 조직 지원은 감성적 지
원과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보호, 관심, 
존경, 가치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낸다
[8]. 

기업은 구성원에게 조직 차원의 긍정심리를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들이 조직에 대한 지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 조직 지원 인식은 기업에서 실행하는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
하는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이다[13]. 기존 연구에 의
하면 높은 수준의 조직 지원을 받는 구성원들은 관리자
로부터 인정, 보상 등을 받아 효과적으로 작업 수행을 
인지하기에 해당 환경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

기가 매우 용이하다[20].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

면 조직 지원 인식이 올라가게 된다. 그 결과 구성원들
이 직무에 몰입함으로써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21]. 조직 지원 인식을 통해 구성원은 학습한 
내용을 과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직무
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게 된다[22]. 
기존 연구에서도 구성원이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조
직의 다양한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서번
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4].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무형식, 형식 학습과 조직의 
활용 및 탐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이를 조직 지원 
인식이 매개한다고 가설을 도출, 가설 5와 6을 수립하
였다.

가설 5: 조직 지원 인식은 학습 형식과 조직의 탐험
적 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조직 지원 인식은 학습 형식과 조직의 활용
적 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3.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규범, 생각, 

신념, 행동, 관행을 포함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와 
지각에 필요한 학습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23]. 또한 기업이 환경 극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
성원 간 의견 일치가 될 경우에도 조직문화는 형성된다
[24][25]. 그리고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통
제, 전략 형성, 사회적 효율성과 조직학습에 관한 영향
력을 조절한다[25]. 

교육훈련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는 조직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 기업의 보편적 특성인 관
계 문화는 교육훈련 투자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성과 문화 및 혁신 문
화는 영향력이 약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 또는 기
업의 교육훈련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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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의 조절효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27]. 
이중,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문화를 

강조하는 관계 문화는 국내 기업에서 가장 흔한 조직문
화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관계 문화는 구성원의 참여
를 증진시키는 인사관리 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정
(+)적으로 조절한다[28]. 이에 비해 국내 기업은 아직까
지 혁신 문화, 도전 문화 등의 기반이 약하여 이들 문화 
체제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진행되는 학습과 성과관리, 
리더십 등에 있어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되는 관계 문화는 조직의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구성원
들의 몰입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조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국내 조직문화 중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문화에 집중, 가설 7과 
8을 설정하였다.

가설 7: 관계 문화는 학습 형식과 조직의 탐험적 성
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8: 관계 문화는 학습 형식과 조직의 활용적 성
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이상으로 학습 형식(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과 양면
적 조직성과(탐험적 성과, 활용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
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
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이 조직의 양면적 성과인 탐험적 성
과와 활용적 성과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고용
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한 인적 자본 
기업 패널 데이터 중 근로자용 데이터만을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변수를 추출, 변수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분석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적 자본 기업 패널 데이터는 국내 기업의 인력 수
준을 측정하고 기업 내에서 진행하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 
단위로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해당 데이터는 
동일 대상의 기업을 토대로 2년 단위로 추적 조사하며 
국내 패널 데이터 중 가장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한 데이터 중 
학습 형식, 조직 지원 인식, 관계 문화, 탐험 및 활용적 
성과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한 총 548명의 응답자 답변
을 토대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 데이터에 응답한 548명 중 544명이 정규직이
었으며, 524명은 남성(95.6%)으로 나타나 각각 95% 
이상의 비율로 대다수를 차지, 관련 기준은 통계 분석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다만, 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
여 과정과 응답자가 소속된 회사의 혁신 성향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학습 형식과 양면적 조직성
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29][30], 통제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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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주요 인구 통계적 특성

2. 측정 문항
본 연구는 인적 자본 기업 패널 데이터 중 해당 변수

의 최신 데이터인 2015년 자료를 토대로 관련 개념을 
측정하고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
를 통해 검증된 문항을 활용하였다[1][31]. 참고로, 각
각의 측정 문항 중 일부 문항은 [표 2]에 제공하였다. 

표 2. 측정 문항 (Sample)

IV. 연구 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실증 분석을 진행하기 전, 측정된 주요 변수의 타당

도와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
은 모두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했
으며[36] 요인 적재량 0.6, 총 분산 60, 고유 값 1.0, 신
뢰도 0.6 이상이 되어야 해당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37]. 

본 연구는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진행해야 하나, 주요 학술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을 원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상황 및 설
문 진행에 맞게 일부 문맥이 수정/보완되었기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원문 그대로
의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38], 해당 기준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본 연
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고려한 통제변수(연령, 학력, 근속
연수)는 본 연구의 독립, 매개, 조절, 종속변수와 상관관
계가 낮아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
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선정했던 
회사의 혁신 주도 성향이나 설문 응답자의 교육 참여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연구의 주요 변수들과 낮
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 
연구는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
로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가설 1과 2는 무형식 학습과 형

식 학습이 조직의 탐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령, 학력, 회사의 혁신 주도 성
향 및 교육 참여 과정과 주요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분
석한 결과 무형식 학습과(β = .105, t = 2.413) 형식 
학습은(β = .226, t = 4.450) 각각 탐험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가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통제 변수들은 모

기준 분류 인원 비율

연령
30대 이하 69명 12.6%

40대 326명 59.5%
50대 이상 153명 27.9%

학력
초대졸 91명 16.6%
대졸 382명 69.7%

대학원졸 75명 13.7%

근속연수

10년 이하 104명 19.0%
20년 이하 260명 47.4%
30년 이하 162명 29.6%
30년 이상 22명 4.0%

회사의
혁신 주도

전혀 아니다. 5명 0.9%
아니다. 27명 4.9%

보통이다. 182명 33.2%
그렇다. 262명 47.8%

매우 그렇다. 72명 13.1%

교육 참여
과정

회사 방침 237명 43.2%
상급자 지시 12명 2.2%
상급자 협의 183명 33.4%
자율적 선택 116명 21.2%

변수 문항 참고문헌

무형식 학습 우리 조직은 일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스스로 배우는 자율적 학습을 중시한다. [16][17]

[32]
형식 학습 우리 조직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 지원 인식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
한 자율성이 조직 내에 부여되고 있다. [33][34]

관계 문화 우리 조직은 인화 단결과 일체감을 중시
한다. [35]

탐험적 성과 우리 조직은 신제품 개발 및 기획을 효과
적으로 추구한다. 

[1][31]
활용적 성과 우리 조직은 업무 절차와 효율화, 간소화 

개선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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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확률(p < .05)을 초과하여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만 조직의 탐험적 성과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설 3과 4에서 고려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무형
식 및 형식 학습이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무형식 학습과(β = .139, t = 3.262) 형식 학
습은(β = .239, t = 4.804) 각각 활용적 성과에 유의수
준 (p < .01) 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 조직에서 제공하는 학습은 형식 학
습이든 무형식 학습이든 상관없이 탐험적 성과와 활용
적 성과 각각에 모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 모두 조직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형식 학습이 
무형식 학습보다 탐험 및 활용적 성과에 더 높은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자율 기반 학습, 멘토링, 사내 상호작용
보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절차와 기준을 갖춘 교육 프로

변수 요인 적재량 설명된 총분산 고유값 신뢰도

무형식 학습
문항 1 .892

79.487 1.590 .737
문항 2 .892

형식 학습
문항 1 .867

68.818 2.065 .770문항 2 .848
문항 3 .771

조직 지원 인식

문항 1 .830

68.935 2.757 .850
문항 2 .836
문항 3 .832
문항 4 .824

관계 문화
문항 1 .853

78.393 2.352 .860문항 2 .921
문항 3 .881

탐험적 성과

문항 1 .792

64.911 2.596 .819
문항 2 .807
문항 3 .826
문항 4 .799

활용적 성과 

문항 1 .751

61.779 2.471 .792
문항 2 .815
문항 3 .817
문항 4 .758

표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1

2. 학력 -.04 1

3. 근속연수 .51** -.09* 1

4. 회사 혁신 주도 .09* .05 .01 1

5. 교육 참여 과정 -.01 .01 .01 .06 1

6. 무형식 학습 .06 -.01* .13** -.06 -.19** 1

7. 형식 학습 -.03 -.02 -.00 -.19** -.53** .31** 1

8. 조직 지원 인식 -.04 -.06 .00 -.08 -.20** .23** .30** 1

9. 관계 문화 .01 -.06 .05 -.10* .-23** .34** .34** .46** 1

10. 탐험적 성과 -.00 .01 .03 -.08 -.19** .19** .32** .30** .32** 1

11. 활용적 성과 .02 -.03 .01 -.13* -.22** .23** .35** .40** .41* .76** 1

주) * p <.05, ** p <.01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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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정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이 보다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정 부분 일치
하는 부분이다[14][39].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조직 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
구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효과를 확인한 후 본 연구는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봤다[40].

첫 번째, 탐험적 성과에 미치는 조직 지원 인식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 변수는 여전히 해당 프로세
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며 조직 지원 인식은(β = 
.238, t = 5.641) 탐험적 성과에 유의미한 수준(p < 
.00) 하에서 긍정적으로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식 학습은 매개 변
수인 조직 지원 인식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을 초과하여 (p > .10)을 초과하여 무형식 학습과 탐험
적 성과에 있어 조직 지원 인식이 완전 매개를 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형식 학습은 매개 변수를 

포함한 이후에도 영향은 다소 줄었지만(β = .226 → 
.176, t = 4.450 → 3.510) 여전히 탐험적 성과에 영향
을 주고 있어 조직 지원 인식이 부분 매개를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활용적 성과와 관련된 조직 지원 인식의 매
개효과는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 모두에 관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조직 지원 인식은 활용
적 성과에 관해(β = .320, t = 7.955)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 역시 
이전보다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줄었지
만 유의수준(p <.05) 하에서 여전히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어 활용적 성과에 관해서는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조직 지원 인식과 관련된 가설 
5와 6 역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에서 도출한 관계 문화의 조절
효과는 탐험적 성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활용적 성
과에만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 문화와 무형식 학습, 형식 학
습의 상호작용이 탐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연령 -.012 .049 -.011 -.236 .813

학력 .023 .048 .020 .482 .630

근속연수 .024 .029 .029 .606 .545

회사 혁신 주도 -.022 .033 -.027 -.648 .517

교육 참여 과정 -.027 .025 -.052 -1.079 .281

무형식 학습 .101 .042 .105 2.413 .016

형식 학습 .233 .052 .226 4.450 .000

*  종속변수: 탐험적 성과

표 5. 학습 형식과 탐험적 성과와의 관계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연령 .038 .045 .039 .846 .398

학력 -.015 .043 -.014 -.356 .722

근속연수 -.020 .036 -.026 -.551 .582

회사 혁신 주도 -.055 .031 -.074 -1.811 .071

교육 참여 과정 -.031 .023 -.064 -1.353 .177

무형식 학습 .125 .038 .139 3.262 .001

형식 학습 .231 .048 .239 4.804 .000

*  종속변수: 활용적 성과

표 6. 학습 형식과 활용적 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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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상호작용 분석 단계에서 이미 유의수준을 초과했
고(p = .064) 실제 결과 분석에서도 무형식 학습(p = 
.397), 형식 학습 (p = .058) 각각 유의수준을 초과하여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서 관
계문화의 탐험적 성과에 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
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한편, 관계 문화와 활용적 성과를 살펴본 조절효과에
서는 형식 학습과 관계 문화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을 
초과하였지만(p = .207) 무형식 학습과 관계 문화의 상
호작용은 활용적 성과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 .150) 무형식 학습이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의 관계 문화가 긍정
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내에서 업
무 절차의 간소화,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활용적 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발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 자율적인 학습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구성원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 문화를 
구축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체계적인 조직문화 인프라를 조

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38]. 관계 문화는 탐험적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형
식 학습의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존재하
지 않았지만 무형식 학습이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강도를 조절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설 8은 부분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 1-8 중, 
1-6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 문화와 탐험
적 성과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가설 7은 기각, 활용적 
성과에 관한 조절효과 가설 8은 일부만 타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전체 8개 가설 중 가설 7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어 본 연구의 결론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1.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이 조직의 탐험적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연령 -.001 .048 -.001 -.030 .976

학력 .037 .046 .032 .809 .419

근속연수 .023 .038 .029 .619 .536

회사 혁신 주도 -.018 .032 -.023 -.560 .576

교육 참여 과정 -.020 .024 -.039 -.828 .408

무형식 학습 .065 .041. .068 1.576 .116

형식 학습 .182 .052 .176 3.510 .000

조직 지원 인식 .270 .048 .238 5.641 .000

표 7. 조직 지원 인식의 매개효과 (학습 형식 → 조직 지원 인식 → 탐험적 성과)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연령 .051 .042 .053 1.193 .234

학력 .003 .041 .003 .068 .946

근속연수 -.020 .034 -.026 -.587 .558

회사 혁신 주도 -.051 .029 -.068 -1.762 .079

교육 참여 과정 -.022 .022 -.046 -1.033 .302

무형식 학습 .080 .037 .089 2.170 .030

형식 학습 .166 .046 .172 3.591 .000

조직 지원 인식 .339 .043 .320 7.955 .000

표 8. 조직 지원 인식의 매개효과 (학습 형식 → 조직 지원 인식 → 활용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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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활용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적 자본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
행하였다. 특히, 학습 형식이 탐험과 활용이라는 양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프로세스에 관해 구성원들이 인지
하고 있는 조직 지원과 관계 문화의 특성은 어떤 매개 
또는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들 변수 간의 영향 관계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조직에서 제공하는 학습은 형식이든 무
형식이든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 각각에 모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지원 인식은 탐험
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학습 형식 사이의 프
로세스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는 탐험적 성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
며, 활용적 성과에만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관계 문화와 활용적 성과를 살펴본 조절효
과에서는 무형식 학습이 활용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만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첫째, 학습 형식과 양면적 조직성과의 유형에 관계없
이 무형식, 형식 학습 모두 양면적 조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탐험 및 활용적 성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세스 또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1][2]. 반면, 본 연구는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를 위해 별도의 교육 역할이 
따로 있지 않고 기업에서 형식과 상관없이 충분히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면적 조직성과를 위한 차별
화된 교육 프로그램 수립보다 기업에서 형식을 구분하
지 않고 슬기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14].

둘째, 조직 지원 인식은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으로 학습 형식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교육을 실행하는 기업의 경영자, 리
더들은 실제로 조직 지원 인식(상사지원, 직무지원, 회
사지원 등)이 교육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13]. 특히 무형식 학습이 탐험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 지원 인식이 완전 매개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리더가 헌신하고 노
력해야 실제로 조직의 양면적 성과에도 좋고 지식공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새로운 
학문적 결과로 제공하고 있다[14][29]. 

셋째,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는 탐험적 성과에는 존재
하지 않았으며, 무형식 학습의 활용적 성과에만 부분적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문화는 교육훈련 
투자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조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연령 .038 .040 .039

학력 -.015 .000 -.001

근속연수 -.020 -.024 -.027

회사 혁신 주도 -.055 -.046 -.046

교육 참여 과정 -.031 -.022 -.017

무형식 학습  .125** .061 .062

형식 학습  .231**  .154**   .145**

관계 문화 -  .299**   .308**

무형식 학습 * 관계 문화 - -  .150*

형식 학습 * 관계 문화 - - .032

R² .136 .224 .240

∆R²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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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활용적 성과에 관한 관계 문화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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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조직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투자만이 아니라 관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6]와 본 연구 
결과는 일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기업의 조직문화
인 관계 문화 조성이 무형식 학습과 활용적 성과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간 연구가 드물었던 관계 문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적 성과와 탐험적 성과의 관계는 그 동
안 상호독립적인 관계라는 주장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 유
형에 맞는 학습 형식에 대한 장단점이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기에 구
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각 기업은 활용과 탐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 프
렉티스 차원에서도 별도의 과업 또는 교육 프로세스
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다만, 조직의 
경영 목표가 활용 또는 탐험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 측면에서는 학습 형식의 구분이 크지 않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이외 조직에서는 상사의 
지원, 직무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학습
된 내용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
직 지원 인식이 탄탄하게 기업 내 조성되어야 한다. 학
습과 성장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조직 지원은 앞으로도 조직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학습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 구축, 실행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실무적 교훈으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조직 차원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
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혁신 문화의 조성 등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며[38] 국내 기업의 보편적인 관계 지향적 
문화를 저평가해온 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
해 관계 문화 역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무형식 학습
과 활용적 성과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관계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잘 살리되 

향후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조성을 경영자와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본 연구는 학습 형식이 조직의 양면적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 학문 및 실무와 관련된 교훈을 제시했지
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인적 자본 기업 패널(HCCP) 2015
년도(6차)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후 추가로 도출된 데
이터들을 토대로 종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와 관련된 특정 변수를 추출해야 했기에 이
를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
과한 다음 양면적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 포괄적인 관점의 종단 연구를 진행해서 
훨씬 더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양면성을 구조적 양면성과 맥락적 양면
성으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29]. 높은 수준의 양면성을 유지하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양면성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
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의 탐험 및 혁신을 추구
하기 위해 경영자의 전략적 민첩성[41], IT 프로세스의 
도입[42] 등이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탐험적 성과와 활용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양면적 능력을 구조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
으로 구분, 더 깊이 있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이다. 

셋째 학습형식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구
분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 프로그램들의 학습 형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내 학습 유형을 
실무적 시사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직 구성원들은 MOOC, 
K-MOOC, KOCW, 소셜 네트워크 매체, 인터넷 학습 
사이트, 전문 교육기관 수강 등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
용하고 있다. 단순히 이를 형식, 무형식 등으로 구분하
지 않고 다양한 학습 모델 등을 바탕으로 이들 학습 매
체의 효과 등을 고찰한다면 훨씬 더 유용한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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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넷째, 관계 문화 이외 좀 더 다양한 조직문화의 효과

를 분석,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양면성 조직은 관계 
문화보다 혁신 문화, 성과 문화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선행 연구에서도 조직의 양면적 성과는 혁신 및 성
과 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
을 때 기업이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1][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 문화 수준과 다른 
조직문화(ex: 혁신 문화, 성과 문화)의 수준을 함께 고
려하여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 연구 중 학습 형식이 양면적 조직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
다. 최근에 무형식 학습(일터 학습, 우연 학습)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
직에서 발생하는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을 좀 더 다
양하게 구분하고 양면적 조직성과 측정 변수를 명확히 
차별화하는 등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양면적 성과를 추구하는 조직에 보다 분
명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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