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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is naturally embedded in organizational ongoing-processes and routines. 

Recent many research models of organizational failure ignore how failing masks 

breakdowns and recoveries of organization-embedded learning as a naturally 

occurring process. Organizational learning is the platform in tandem with 

base-modules of organization in this point.

Organizations learn and unlearn while they acquire, discard, and forget 

organizational experiences or knowledges. These processes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re different from learning behaviors in private sector. This study 

expects to explore architectural components of learning organization in public sector, 

focusing o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o implement learning 

model based on system thinking(system dyna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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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의 학습은 조직의 랫폼이다. 조직행동의 기반모듈이다. 지식 리, 조직실패 등의 

주제들과 함께 최근의 조직 질리언스(British Standard, BS65000:2014, 2014; Kayes, 2015), 

지속가능한 조직(Merad et al., 2014), 생존가능성(Ruedig et al., 2013) 등에 한 논의들은 

조직에서 학습은 생래 인 것으로서 조직과정에 당연히 내장된 것으로 보고 개된다

(Weick, 2016). 

조직학습에 한 논의가 공공조직분야에서 심을 끌게 된 것은 비교  최근으로서, 공

공조직들이 개 과 신을 겪으면서 조직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두하면서 시

작되었다(Rashman et al., 2009; Gilardi et al., 2012; Maden, 2012).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신 공공 리, 지속가능한 정부, EU의 지식기반경제와 학습사회 정책모델

(European Commission, 2000, 2010) 등에 한 논의의 등장으로 효율 이고 효과 인 공공

서비스의 달과 행정과정의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조직학습은 공공분야 조직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된다(Bovens et al., 2008; Greiling and Halachmi, 2013). 

그러나 조직학습에 한 이론  이해와 경험  연구는 주로 민간 역의 조직에 치우쳐 

있다. 조직학습, 학습조직과 지식 리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의 학습과 조직경험, 지식 리  이, 조직인지(organizational cognition) 

등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Rashiman et al., 2009; Maden, 2012; Visser & Togt, 2015; 홍

민기, 2014). 

공공조직에서는 료제  혹은 혼합  조건, 즉 부서별 거버 스, 정치  규칙, 규제와 

상충하는 압력, 공식행사, 연간 산, 민간 역과의 상호의존성 등, 비교  복잡하고 애매

모호한 기 에 따라 의사결정과 학습이 이루어진다(Dekker & Hansen, 2004; Rashman et 

al., 2009). 환경으로부터의 고도의 감시와 책임성 확보 등은  다른 제약조건들이다. 이윤

창출보다는 공  가치의 지향, 시민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균형 등, 공공조직은 목 , 구

조, 추동인자, 핵심 행 자 등의 역에서 민간 역의 조직과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학습의 

양태와 유형, 지식의 성질, 지식의 창조도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행정조직이론가들은 기에는 조직학습보다는 정책학습에 더 많

은 심을 갖게 되었다(Howlett, 2012; Visser & Van der Togt, 2015). 공공정책과 조직학습

에 한 이론과 연구가 각각 독자 으로 발 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자들은 조직 

에서의 학습의 요성을 인정한다. 를 들면, 정책학습의 에서 논의된 ‘자기 평가  

조직’(self evaluating organization)이라는 개념(Boyne et al., 2004), 더욱 최근의 신실용주의  

의 ‘실험주의자  조직(experimentalist organization)’(Sabel and Simon, 2011; Sab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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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lin, 2012), 실험주의  짐을 통한 ‘실험주의자  거버 스(Zeitlin, 2015)’ 등과 같은 

개념은 조직차원에서의 학습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표 인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이 조직학습을 근간으로 내장·내포하고(Kelman, 2005, 2007; Kochan et al. 2009; Visser & 

Van der Togt, 201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조직의 학습논의로 발 시키지는 못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공공부문의 조직학습 연구에 부정 인 결과를 낳았다. 민간조직과 공

공조직에 획일 으로 아무런 비  없이, 그리고 두 역의 심각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Dekker & Hansen, 2004), 조직학습이론을 용시키는 사례가 흔하 다. 조직학습에 한 

이론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민간 역과 공공 역을 분리하면서 조직학습과 지식에 한 연

구를 확장시키지 못하 다. 더욱이 약간의 외  연구를 제외하고는, 정책학습과 조직학

습을 서로 연 짓지도 못하 을 뿐 만 아니라, 공통의 에서 분석하지도 못하 다

(Kelman, 2005, 2007; Schofield, 2004; Grin & Loeber, 2007; Gilardi & Radaelli, 2012). 이러

한 부정  결과를 지 하면서 민간 역과 공공 역간의 격차를 메꾸기 하여, 공공정책학

습과 조직학습 분야의 다양한 개념들을 포 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특히 공공분야 조직을 겨냥한 이론  틀을 개발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에 조직학습은 피드백   시스템사고와 동반자 계라는 이 제되어야 한

다. 즉, 조직의 학습을 분석  시각에서 탈피하여 체론  시각, 즉, 개별 독립변수들의 집

합을 다루는 분석  사고방식으로부터 상호 련된 변수들의 집합을 다루는 과학이면서 

술로서의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Gharajedaghi, 

2007; 홍민기,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공조직의 학습에 한 이론  틀을 시스

템사고와 시스템다이내믹스 근법에 근거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II. 공공분야 조직의 학습

1. 조직학습과 행동이론

공공정책분야와 조직학습에 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확산되어 있어서 이론  거 틀

을 새로이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의 논의들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hipton, 

2006; Tosey et al., 2015; Visser & Van der Togt, 2015). 특히 Argyris & Schön(1974, 1976, 

1996, 2000, 2004)의 조직학습에 한 행동 이론  근은 공공조직의 조직학습의 필요성

을 강조한 최 의 연구로서 이론  지침을 제공하 을 뿐 아니라 공공조직의 실무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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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고려하는 가치의 수나 성격 면에서 나타나는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의 차이를 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민간조직이나 공공조직의 조직학

습을 설명하는데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거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Argote,2011, 2013; 

Easterby-Smith and Lyles, 2005; Maden, 2012; Van Dooren, et al., 2015).

Argyris & Schön의 근법의 핵심은 지식과 행동 간의 계이다. 사람들은 행동(action)의 

설계자이다. 행동국면에서의 인간 행 는 행 자의 의미부여와 의도로 구성된 것이다. 행

자는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하여 행동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모니터하여 그들의 행동

이 효과 인지를 학습한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인 것에 하여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환경

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다시 행동을 이끌게 된다. 행동의 효과성을 모니

터함에 있어서 그들은 환경에 한 의미구성이 합한지를 한 모니터한다.

사람들은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행동을 설계함에 따른 복잡성을 있는 그 로 

처리하지 못한다. 사람들로 하여  환경에 한 단순화된 표상을 구성하게 한다. 의도된 결

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한 리 가능한 인과이론을 수립하게 한다. 각각의 상

황으로부터 이와 같은 표상과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비능률 일 것이다. 오히려 사람

들은 개념, 스키마, 략 등과 같은 행동 토리를 학습하고, 독특한 상황을 한 표상과 

행동을 설계하기 하여 그 토리를 이끌어내기 한 로그램을 학습한다. 이러한 설

계 로그램을 행동이론(theories of action)이라고 부른다.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분야 조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는 정책 목표와 목 이다. 따

라서 정책은 공공분야 조직의 조직수 에서의 행동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행

동이론은 정책신념체계, 정책 패러다임, 정책 임 등에 상응할 것이다(Rein & Schön, 

1991; Hall, 1993; Grin & Loeber, 2007). 

2. 공공조직의 사용이론  신 이론

조직에는 두 개의 행동이론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암묵 인 이론, 즉, 행

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이론과 사람이 자신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말하고자 할 때 근거하는 이론이다. 자를 사용이론이라고 부

르는데 실제 행동을 지배하고 암묵 인 것이 특징이다. 후자, 즉 신 이론은 자신, 타인, 환

경에 한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이론과 신 이론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행 자는 이 불일치를 인

식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사용이론과 신 이론이 일치하는 하는 경우, 즉, 내  일

치의 상태는 모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행 자 자신, 타인, 조직, 행동상황에 한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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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된 이론의 지배변수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행동이 사용이론의 지배변

수를 만족시키는 경우, 행동은 사용이론에 견주어 효율 인 것이 된다. 기 한 결과가 바람

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조직은 사용이론을 의심하게 되고 그 원인(오차)을 탐

색하고 수정하려든다. 조직 차원에서의 단일회로 학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잡하여 풀기 

어려운 문제나 심각한 기에 처한 경우 개인이나 조직은 지배변수와 신 이론 자체도 의

심하게 된다. 이때 이 회로 학습이 추동된다. 

기 와 실제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공공조직은 상황과 행동 략, 가정 등과 결과 간의 

계를 조정함으로써 내  모순을 해결한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을 1차 학습(Hall, 1993), 

기술  학습(Fiorino, 2001), 도구  학습(Gilardi & Radaelli, 2012), 정책지향 학습(Howlett, 

2012), 향상학습(Van der Knaap, 2004)이라고 부른다.

부분의 사람이나 조직은 자신의 사용이론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이나 조직

의 행동은 부분 자동 이기 때문이다. 의식 인 노력 없이 과거의 방식 로, 루틴 로 행

동하면서, 다양한 지배변수, 사용이론이 제시하는 행동 토리와 로그램, 인과지도, 정

신모델, 조직사고 등을 내면화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공공조직의 경우 이러한 상은 더 

두드러져서 지배변수, 깊게 침착된 규범, 핵심 신념 등을 스스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공공

조직의 행동이론의 범 를 넘어서는 이  회로  문제제기는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조직에서 신 이론은 정치 혹은 통치 역, 를 들면 입법부에 의한 법과 규제 법령

(규칙)의 제정  공포에서 시작되어 개발된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기 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 가정, 정책도구, 행동 략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법과 규칙은 더 심층 인 규범, 

가치, 핵심 신념 등과 같은 지배변수와 통합 으로 연결된다(Hoogerwerf, 1990; Sabatier & 

Jenkins-Smith, 1993; Visser & Van der Togt, 2015). 공공조직이 이러한 공식 인 법과 규제

를 집행하게 될 때, 먼  이 법과 규제에 은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론에 의거하여 조

직 자신만의 신 이론을 개발한다. 그러나 차 그 신 이론은 정책이 구체 으로 집행됨

에 따라 사용  특징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를 정책집행의 마지막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사용 이론은 구체 인 상

황에서 구체 인 행동을 설계하는 방법과 정책의 명백한 결과로 이끄는 방법을 알려 다

(Evans & Harris, 2004; Visser & Van der Togt, 2015). 정책 사용이론은 정책 신 이론과 같

거나 다를 수도 있지만,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는 련된 정책이론의 성공이나 실패

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Schofield, 2001).

행동 략의 결과가 기 했던 결과와 상응하지 않을 때 학습은 시작된다. 기 와 결과의 

불일치는 오차로서 인식되고 문제  상황을 야기한다. 조직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력  

회고와 탐색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더 비공식 이거나 혹은 더 공식 으로 진행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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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공조직에서 후자의 사례는 정책평가이다. 공식 인, 지속 인 구조화된 형태로서의 

탐색과 회고가 정책평가인데, 정책사용 이론에 있어서의 행동 략이 기 한, 혹은 기 하

지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Van der Knaap, 2004; Van Duijn et al., 2011; 

Visser & Van der Togt, 2015).

3. 조직의 학습 회로와 공공조직의 학습

학습을 공식  혹은 비공식  회고와 탐색에 근거한 오차의 발견과 수정이라고 한다면, 

학습은 맨 처음 단일회로 학습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학습은 조직의 행의 사용이론, 루

틴, 차 등에 근거하여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회로 학습(Argyris 

& Schön,1978, 1996)의 오차가 반복 으로 지속된다면, 더 포 이고 리한 오차발견과 

수정이 요청된다. 조직이 조직행동의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조직의 근본 인 

가치와 신념, 지배변수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습하고자 할 때 이 회로 학습(Argyris & 

Schön,1978, 1996)이 발생한다. 이때는 상황, 행동 략, 가정  결과 등의 계가 새롭게 

정립된다. 이러한 학습은 제2차 학습(Hall, 1993), 개념  학습(Fiorino, 2001), 사회학습

(Gilardi & Radaelli, 2012), 신학습(Van derKnaap, 2004) 등과 비견된다.

이 회로 문제는 실제 으로 식별될 수 있는 단서가 여럿 존재한다. 이 회로 문제를 처

리하는 것은 조직의 방어성을 처리하는 것이다. 당황스럽거나 인 상황은 이 회로 

학습을 요청하는 것이다. 토론할 수 없는 문제와 토론불가능성 그 자체는 거의 확실하게 

이 회로  쟁 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는 그것 자체 

내에 깊이 박 있는 이 회로 쟁 을 갖는 것이다.  학습에서 지속 으로 발생하는 오차

는 이 회로 학습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직은 오차가 드러내져서 회고와 탐색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

기 하여 Argyris & Schön(1978, 1996)은 조직의 학습 분 기(혹은 행 세계)가 어떻게 회

고와 탐색을 해하거나 진시키는가를 논의한다. 행동연구와 개입 경험에 근거하여, 이

들은 부분의 조직은 모델 O-I 학습 분 기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제한

된 학습시스템의 표  이다. 

모델 I 사용이론으로 로그램된 조직은 난해하고 인 문제를 처리할 때, 일차  

억제회로를 창조한다. 즉, 토론불가능성 조건, 자기 충족  언, 자기폐쇄과정, 오차 상승

효과 등을 창조한다. 더욱이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낸 책임에 해서 조직은 인지하지 못

한 채로 남게 된다. 일차  억제 회로는 승-패 집단 역학, 순응, 집단 양극화, 집단  속임

수 게임 등과 같은 2차 억제회로를 이끌어 낸다. 2차  억제회로는 1차 억제 회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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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직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조직의 이 회로학습에 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직은 자신의 규범을 하지 않는 오차를 탐색하고, 감춰질 수 없는 

오차만을 수정하려고도 한다. 기  규범을 문제시하거나 변화시킬 필요성이 나타날 때는 

오차를 수정하기 보다는 회피한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장망이나 그 장의 장을 만들

어내고 특정한 일들을 편집하는 것과 같은 백업보호 활동에 념하게 된다. 개인들 간의 

폐쇄  태도, 조직에서의 방어  루틴 등이 조직 반을 지배한다. 일반 인 불신 분 기, 

리더와 구성원 간의 존경의 상실, 제한된 의사소통, 경쟁  문제인지, 조직 모순의 노골화, 

조직 오차에 한 명칭을 부여하고 비난하기 등이 일상 이 된다(Bovens et al., 2008; 

Howlett, 2012).

공공분야의 조직은 연합들 간의 갈등과 상의 장이다.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선호체

계를 갖고 있고, 조직의 목표는 정치  조종을 통해서 설정된다. 조직의 목표는 흔하게 비

일 이고 이러한 비일 성 혹은 모순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선호하는 목표들에 동시 , 

혹은 순차 으로 심을 기울임으로써 유지된다. 조직의 목표는 흔히 어떠한 특정 행동을 

요구하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에서 비운 (nonoperational) 특성을 띤다. 비운  목

표는 사실상 어떠한 목표와도 일치한다. 공공조직에서는 비일 이고 비운 인 형태의 

모순 인 조직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 으로 그 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들의 더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은 공공조직의 특성은 모델 O-I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과 매우 일치한다. 집단은 그 자신

을 보호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그들의 지 를 확보하기 하여 다른 집단과 연합을 형

성하는가 하면 실 가능성과 련 없는 다양한 목표들을 애매하게 설정하고, 그들에게 취

약한 정보는 왜곡하고 은폐하기도 한다. 자신의 방어  태도를 장하기 하여 상징과 의

식을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과 행동기 을 모순 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조직은 그가 창조한 세계에 하여 회고하고, 조직이 신 하는 가치나 이론에 더 부합하

는 방향으로 행동세계를 변화시키려는 학습을 할 수 있다. 규범  차원에서 Argyris & 

Schön(1978, 1996)은 와 같은 모델 I 과 모델 O-I 학습을 단시킬 수 있는 모델 II 학습

을 제안한다. 이들에 의하면 신 이론으로서의 모델 II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부

분의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암묵 으로 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델 I의 

사용이론에서 모델 II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모델 I

과 모델 O-I를 따르는 행동이 조직의 타당성을 하고 학습을 해하기 때문에, Argyris 

& Schön(1978, 1996) 등은 모델 II와 모델 O-II를 따르는 행동과 학습을 규범 으로 제안하

는 것이다. 모델 II는 개인이나 조직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이론을 제공하는 것

이다. 따라서 모델 II의 지배변수는 타당한 정보,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 내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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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자아수련(Senge, 2006) 등이다. 

모델 II-O는 모델 II 사용이론을 따르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된 조직의 행

세계이다. 조직구성원들이 모델 II 사용이론에 근거하여 난해하고 인 문제를 처리

할 때, 그들은 일차 인 방어(억제)회로를 창조하기보다는 모델 II에 입각한 탐색을 할 것

이다. 토론할 수 없는 쟁 들은 표면에 떠오르게 하고 가정은 검증되고 한 수정될 것이

다. 자기 폐쇄  과정도 단될 것이다. 단일회로 학습과 이 회로 학습 둘 다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집단과 집단 간 역기능  다이내믹스는 감소하고 장과 속이기 게임도 사라질 

것이다(Argyris & Schön,1978, 1996; Bovens, 2008).

공공분야 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개인이나 조직수 에서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제

한 이다. 집행된 정책이 정치권력이 신 하는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민주  책임

과 법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Bovens, 2008). 일선 료제는 고객의 

구체 인 요구에 맞도록 정책규칙에 한 행정  자유재량과 권한 임을 원하지만, 정치권

력은 공공서비스의 측가능성과 균일성을 원하게 되어 결국 자유재량범 는 크게 축소된

다(Bovens & Zouridis, 2002). 따라서 조직 내부  학습의 가능성은 그만큼 어든다. 그만

큼 공공조직에서의 학습은 부분 단일회로 학습과 모델 O-I이 지배하게 된다. 능률 지향

인, 즉, 주어진 정책을 안  방법이나 근법에 비해 어떻게 하면 더 생산 으로, 더 

싸게 집행할 수 있겠는가가 주된 심사항이 된다(Gilson and Tinkler, 2015). 흡수된

(absorbed) 환경 하에서 학습지향 이기 보다는 성과지향 이 된다. 일상 인 환경에서의 

성과지향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학습지향으로 속한 환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조

직의 목표에의 집착, 부 한 낙 , 모델 I  모델 O-I 학습분 기 내에서의 합리  의사

결정과 같은 요인들이 경험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성과지향을 강화하는 일이 자주 발생

한다(Kayes, 2015). 특히 공공조직은 정치  가이드라인 내에서 행동하도록 제한되기 때문

에 이 회로 학습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Romme and van Witteloostuijn, 1999; 

Gilson and Tinkler, 2015). 모델 II나 모델 O-II가 작동하기도 힘들다.

조직학습 근의 마지막 단계는 3 회로 학습(deutero-learning)이다. 이 학습은 조직이 단

일회로 학습과 이 회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할 때 발생한다. 단일회로 학습이 불

필요한 것을 없애고 더 빠르고 좋게 행동하려는, 즉 능률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 회로 

학습은 효과성을 지향한다. 최 의 이론이나 생각이 성공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

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3  회로학습은 다이내믹

하게 한 효과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회로 학습에 이 회로 학습 그 자체를 용하는 

것이다.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항상 평가할 수 있는 그 무엇

을 수행하는 것이다(Visser, 2007).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와 과정, 학습 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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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과 학습 분 기를 지속 으로 확인하는 것이다(Organizational learning, 2016).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회고  학습은 정부 역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권

정당은 시장보다는 오히려 시민에 반응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공공조직이 학습 인

라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데에 부분의 정당들은 범하게 동의하지만, 정부 역 조직들이 

이 에 사용한 학습 략에 해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략들이 성과에 어떻게 향

을 끼쳤는지, 지식과 학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략을 개발하기 하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해서 이들은 잘 알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쟁 이 부각됨으로 말미암

아 흔히 의도 으로 망각하기도 한다. 이에 한 실제 인 원인탐색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의 학자들은 이 회로 학습과 3 회로 학습은 정치  리더십의 역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공공분야 조직의 학습은 단일회로 학습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Common, 2004). 

공공분야 조직의 학습은 시행착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차(착오)에 하

여 과도하게 민하다. 시민들에게 성공 임을 보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에

도 불구하고 성공을 공식 으로 포장하고 상징화한다. 따라서 공공조직은 사회·정치   

료제  장애요인 때문에 아주 진 인 단일회로 학습만을 의도 으로 수행한다.

[그림 1] 공공조직의 정책학습에 따른 조직학습의 다이내믹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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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에서는 지속 인 구조 , 문화 , 정신  장애요인 때문에 Senge(1990, 2006)가 

제시하는 학습조직의 5가지 수련도 매우 어렵다. 공유비 의 형성은 비 이 지배  비 과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심에 따라 거의 

비체계 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사고를 하기도 어렵다. 개인  숙련도 마찬가지이다. 

성과향상을 하여 존의 시스템을 문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배정된 

직무가 요구하는 범  내에서만 행동해야하기 때문이다. 료제  구조에서의 계층  계

는  수  혹은 부서 수 의 학습을 해하고, 개방  화의 기회가 부족함으로 말미암

아 존의 정신모델은 범한 학습을 방해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시스템 다이내믹 모델로 종합하여 표 하면 [그림 1]과 같다.

III. 공공조직의 폐기학습과 조직의 망각

1. 조직의 학습과 폐기학습, 조직망각

조직은 생존을 하여 학습하고 폐기학습을 한다. 지식을 획득하고 변화시키고자 학습하

지만,  다른 학습을 하여 진부화된 지식이나 규칙, 행동, 차, 신념 등을 의도 으로 

제거하거나 체하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Hedberg, 1981; Becker, 2010; Bekkers, 2013). 

오래된 지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직은 경쟁력을 상실한다. 조직은 이 의 신념과 비효율

인 지식을 폐기하는 학습을 함으로써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다. 

조직의 변화과정이나 새로운 학습으로의 체 등은 조직에 이미 폐기학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edberg, 1981). 폐기학습을 통하여 이 에 학습된 지식이나 차는 

수정되고 새로운 지식이 유입되어 학습과정이 진행된다(Wheatley, 2006). 개인들은 지식과 

행동의 변화를 해 과거에 사용된 지식을 폐기학습하게 된다(Starbuck, 1996). 그러나 개인

이나 조직은 최근에 습득한 지식에 해서는 일반 으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Hedberg(1981)는, 변화기간 동안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정의 한 부분으로 폐기학습을 논

의한다. 폐기학습은 오래된 지식에 한 제거를 의미한다. Nistrom(1983)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에 사람들은 먼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버린다고 한다. Hedberg(1981)는 새로

운 지식이 사용가능해지면 오래된 정보는 폐기된다고 하고, 반면에 Starbuck(1996)는 오래

된 지식을 부정확한 정보로 보고 조직이 변화과정을 따르면 이러한 지식을 더 이상 사용하

지 않는다고 한다.

Schmorrow et al.(2009)에 의하면, 변화나 지식의 갱신동안 추가  지식이나 정보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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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은 이 에 습득한 모델 내에 머무르게 된다. 사람들이 지식을 

처리할 때 재의 거 틀이나 정신 모델의 지정된 치에 장한다는 것이다(Senge, 

2006). 따라서 행동이 안정화되면 주의집 과 심의 방향만이 바 게 될 뿐, 과거의 모델

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다른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사용하고 있는 략의 부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변화의 

략이 실패할 때, 자동화된 그리고 역기능  인지행 에 의해서 야기된 추론을 사람들은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묵 이고 명시 인 새로운 행동을 하여 역기능 으로 

자동 인 그리고 무의식 인 지식을 폐기 학습하는 방법에 해서 사람들은 거의 모르거나 

심이 없다는 것이다.

무의식 인 체학습, 혹은 폐기학습은 자각 없이 발생한다(Clark, 2010). 반복 인 과업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틴 화된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반복  행 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진하고 이들 간의 암묵  지식의 이를 용이하게 한다(Stakey et al., 2004). 

그러나 폐기학습이 단되거나 불완 하거나 비성공 이면 행동의 오차가 발생한다. 일상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습  행 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오히

려 과거의 행동을 회상하고 그러한 경험으로 회귀하기도 한다(Rushmer and Davies, 2004; 

Clark, 2010).

자동화된 루틴이나 행동은 차  메모리에 근거하여 발생한다(Neal et al., 2006). 행동

이 자주 반복되면 자동화된 반응이 일어나고, 반복된 행동은 차  메모리에 장된다. 습

화된 행동이나 루틴은 개인이나 조직의 인지체계를 무의식 으로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 루틴화된 과업은 창조  생각을 해하고 새로운 지식

의 형성을 방해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지식변화는 반복을 필요로 하고 지식창조와는 련

이 없는 추가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 자동화된 행동과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성만

이 아니다. 기 된 행동을 불러일으킨 환경의 자극이나 요소의 출 과 련된 맥락일 수도 

있다(Neal et al., 2006). 반복성은  효과를 가져서 무의식  행동을 유발하지만, 환경

 자극과 반복된 과업행동의 성공 간에는 정 (부 ) 강화에 의한 인과  연합이 창조될 

수도 있다. 

조직의 폐기학습은 통상 오래된 루틴을 새로운 루틴으로 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오래된 루틴을 버리면서 새로운 루틴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폐기학습과 학

습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학습 이후에 폐기학습이 이루진다. Starbuck(1996)에 의하면 

학습은 폐기학습 이 에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기학습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재의 신념과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은 폐기학습 없

이도 발생한다. 를 들어, 조직이 채택한 새로운 루틴이 존의 어떠한 루틴과도 갈등을 



62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7권 제3호 2016.9

일으키지 않는다면, 폐기학습은 최소화되고 루틴은 조직메모리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직의 학습은 더 단순화 될 수 있다.

조직은 망각한다. 조직의 폐기학습은 늘 의도 이지는 않다. 조직 리자가 조직의 루틴

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의도 인 폐기학습이 일어난다. 그 다고 하더라도, 조직은 망각을 

하거나 비의도 으로 폐기학습을 한다. 실제로 조직은 사람의 인식보다 더욱 더 망각 이

다(Tsang, 2008).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여 공유, 장하고, 조

직 행동을 하여 인출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환경에 향을 미치는 조직학습 과정에서 조

직의 망각은 조직학습과 동 의 양면과도 같다. 조직학습은 조직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문제와 기회는 학습의 계기이다. 문제

는 이  행동의 결과가 기 치보다 낮은 성과 격차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새로운 기회의 

탐색은 조직 슬랙이나 존 활동 역의  때문에 발생한다. 환경정보가 수집된 후에는 

조직에 확산된다. 정보의 확산은 정보의 질과 요성, 조직구조,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조직문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생성된 지식은 루틴에 장되고 내장된다. 

환경자극에 따라 의사결정 칼큐러스에서 지식은 인출되고, 다른 련요인들과 함께 검토된

다. 상황에서 학습된 것은 즉시 행동으로 표출되고, 학습 사이클도 매우 짧아진다. 정

상 인 상황에서 통상 장과 인출 간에는 지연이 발생한다. 간혹 환경자극이 없을 때 학

습과정은 장단계에서 종료된다. 조직의 망각은 이 게 장된 지식이 우연히 인출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조직메모리에는 남아있되, 제 로 회상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

의도 으로 망실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직의 망각은 조직메모리와 련되지 않을 수 

없다.

2. 조직메모리와 폐기학습

조직메모리의 분포, 정확성,  그 메모리가 제약조건으로서 처리되는 조건 등과 같은 

특성들은 조직화  조직학습의 핵심요소가 된다(Weick, 1979). 조직의 메모리는 조직학습

과 개인학습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다. 학습하는 동안 학습된 내용은 조직의 메모리에 

장되고, 폐기학습을 하여 불필요한 루틴은 조직메모리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조직의 

메모리는 조직의 역사에 근거하여 장된 정보로서 사건에 한 재의, 그리고 미래의 해

석과 조직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조직 메모리의 장 빈(storage bin)에는 인간 인 것과 비인간 인 것, 두 가지가 있다

(Cross and Baird, 2000). 장 빈은 정보가 장되는 치를 말한다. 비인간 인 빈은, 

Pentland and Feldman(2008)의 인공물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규정, 규칙, 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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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표, 보고서, 메모, 컴퓨터 S/W 등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메모리는 인간 

장 빈에 장되어 있다. 상징, 웅담, 의식, 가치 등으로 드러나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

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두 장 빈에서 개인은 암묵  지식을 습득하고 장하는데 가장 

효과 인 매개체이다(Argote, 2012).

개인의 스킬, 습 , 차  지식 등과 같은 개인  수 의 요인들이 조직루틴을 형성하

는데 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조직의 폐기학습은 주로 인간 장 빈의 내용을 지우는 

것에 이 맞춰진다. 확립된 루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업무습 이 되고, 그러한 

습 은 변화되거나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 메모리는 암묵  지식과 명시  지식 둘 다를 장할 수 있지만, 비인간 장매체

는 암묵  지식을 다루는 데는 불리하다. 반면 인간메모리는 처리 가능한 정보의 양에 매

우 제약 이다. 따라서 조직 학습과 폐기학습에서 가장 큰 쟁 은 암묵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 인 방법으로 장하고 달하느냐는 것이다. 지식의 확산, 즉, 조직의 메모

리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지식이 달되는 과정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조직학습의 넓이

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지식확산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Tsang, 2008). ‘인간에서 인간’( : 세일즈맨

이 고객 불만을 상사에게 보고), ‘인간에서 비인간’( : 엔진니어가 운 매뉴얼에 자신의 경

험을 기록), ‘비인간에서 인간’( : 작업자가 운 매뉴얼을 읽고 자신의 지식을 습득), ‘비인

간에서 비인간’( : 리포트를 복사해서 다른 부서에 달) 유형 등이다. 다이내믹한 과정으

로서의 지식확산은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인간에서 인간’으

로의 확산의 경우 그러하다. 조직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석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고,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조직은 확산의 문제 

때문에 이 에 학습한 것을 우연찮게 망각할 수도 있다. 이때 결정 인 요인은 지식확산이 

거치는 단계의 수이다. 단계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 달의 정확성은 더욱 떨어진다. 

정보의 인출은 두 가지 쟁 과 련된다. 인출된 것이 장된 것과 다른 것인지와 장

된 것은 정하게 인출될 수 있는 지이다. 잘 정립된 차를 활용한 일상 인 의사결정루

틴에서 정보는 자동 으로 인출된다. 환경의 자극으로 인하여 비 루틴  의사결정이 요청

될 때, 정보는 의도  혹은 특정한 목 으로 인출된다. 조직에서 장 빈은 다양한 곳에 분

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련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모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의 

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인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조직이 과거에 수집한 

정보를 하게 확산, 장,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정보의 왜곡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은 조직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조직은 개인을 통하여 학습하고 폐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리인 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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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리인은 주인을 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학습과정에서 주인과 리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역선택과 도덕  해이와 같은 리인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이해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리인비용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때 조직의 정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통제하려는 요한 략  자원이 된

다. 사람들은 정보가 수집, 보유, 인출되는 것을 실질 으로 통제· 리함으로써 그들의 신

념과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 인 정보조작이 가능하다

는 것은 조직은 그 만큼 그 구성원들 보다 흔하게 지식이 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은 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낡은 정보와 오래된 루틴에 자주 심을 집 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응하지 못한다. 조직은 과거의 덫에 걸리는데, 이러한 상은 이 의 차

가 유리한 성과를 낳으면, 조직은 그 차와 련된 경험을 더욱 더 축 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 이는 조직에서 폐기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다.

3. 공공조직과 폐기학습

1) 공공조직과 조직의 정당성 

상호의존성과 상충되는 이해 계를 갖는 공공조직은 목표 지향 이거나 도구  에

서 동하는 개인들의 노력의 집합이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 계를 수용하기 해서 자신의 

목표나 목 , 활동 역을 수시로 바꾸는, 그리고 심목 에서 훨씬 떨어진 활동에도 참여

하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연합이면서 조직화된 무정부이다. 연합된 이해 계에서는 어

떤 요구에는 따르고, 다른 요구는 회피하며, 어떤 연합 계와는 계를 수립하거나 회피하

는 등의 외부  압력에 의존하게 된다. 조직이 계속하여 생존하려면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제공하는 집단과 선린 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조직의 활동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바라고 있는 산출물이 된다. 따라서 조직의 평가기 은 능률성에서 효과성으로 

옮겨간다. 어떤,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느냐의 질문 신에,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요해진다. 조직에 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집요해지면, 조직의 사

회  정당성이 늘 문제시된다. 서로 다른 조직과 집단이 동일한 조직을 평가하는 상이한 

기 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조직에 해 상이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

화라든가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 산출물과 정당성

이 상충하는 경우 같은 산출물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

는다.

이러한 경우, 공공조직의 학습은 조직의 사회  정당성의 확보에 이 맞추어진다. 다

양하게 변화하는 상충되는 이해 계에 따라, 환경에서 제기된 문제에 따라 조직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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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느냐가 학습과 폐기학습의 건이다. 이 과정은 복잡한 환경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

제가 된다. 이때 조직이 활용하는 방법은 사회  문제와 련하여 사회 내에 제도화되어있

는 방법이나 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흔히 조직학습은 형식주의(formalism)에 

빠진다. 조직학습과 폐기학습이 괴리되는 것이다. 를 들면, 표면상 BSC를 도입하고 실질

인 운 은 과거의 루틴 혹은 단일 회로 으로 수정된 루틴에 따라 운 하는 것이다. 과

학  리법이후 비 인 다양한 경 기법이 등장하 지만,  조직을 지배하는 직무설

계방법은 여 히 과학  리법이라는 주장과도 같다(Lawrence, 2010). 그러나 조직은 개

을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는데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루틴지배 인 공공조직의 정보처리  메모리의 한계 상, 조직은 환경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 이를 단순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단순화해서 학습한다. 정당성 

확보를 해서 사회  이슈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순서화하기도 한다. 혹은 다른 상호의존

인 요소 들 에 하나만의 이슈에 집 하여 선형  인과지도를 구축한다. 를 들어 

재의 경제  기는 노동시장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근본 으로 실업의 문제라는 식이다. 

따라서 지식획득과 이에 따른 행동 략을 재의 인지구조와 루틴에 맞게 간소화한다. 조

직은 실질 으로 단일회로학습을 강화하면서 상징 으로는 이 회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폐기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메모리는 변화하지 않고, 다만 환경의 요구에 따라 조직

의 심만을 바꿀 뿐이다.

2) 공공조직의 신화와 학습, 폐기학습

조직에는 신화(myths)가 존재한다. 다소 제도화되어 있거나 조직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는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 혹은 이미지로서 조직의 개념수 에 견고하게 내장된 

의미부여 장치이다. 조직 경험의 해석 틀로서 조직의 스토리를 구성하며, 조직의 혼돈스런 

경험을 정리해주고 조직의 설정(enactment)에도 기여한다. 신화의 표  거리는 이해 가능

한 의미와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공통의 미션과 비 , 공유된 정

체감을 창조하고, 집합  사고를 키우고 정신모델을 구축한다. 

특히 공공조직은 사회 내에 제도화되어있는 행이나 차를 의식 으로(ceremonially) 

받아들여 공공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게 받아들여진 제도  요소들은 조

직의 신화로서 기능한다. 성공은 합리  선택행 의 결과라든가(rationality), 문제와 행동은 

하 문제와 하  행동으로 계층 으로 분할되어 풀 수 있다는 사고방식(hierarchy), 조직의 

성공을 조직의 지도자와 연결짓는 것(leadership), 경쟁을 통해서 능률성은 극 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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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historical efficiency) 등은  공공분야 조직에 떠도는 표 인 신화들이다(March, 

2010).

구조 으로 공공조직은 사회 으로 구성된 실을 반 할 수밖에 없다. 제도화된 환경과 

유질동형이 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 정당성은 조직의 지속 인 생존을 약속받는다. 

공공조직은 사회 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된 요소들을 공식구조에 채택함으로써 정당성을 

극 화하고 자원과 생존가능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공공 조직은 사회에 제도화되고 지배

으로 합리화된 개념으로 정의된 행과 차를, 그것의 효과성과는 무 하게 도입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공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  조직의 신화로서 정착된다.

공공조직에서 문분야, 정책, 로그램, 서비스, 기법 등은 사회 으로 합리화되고 제도

화된 규범에 따라 창조된 것이다. 그러나 신화로서의 제도화된 규범은 자주 능률성 기 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비일 성을 래한다. 능률성의 논리로 무장한 조직은 구조와 활동 간

의 한 정렬을 유지하려고 한다. 감독을 통하여 순응이 강요되고, 산출물의 질은 끊임없

이 모니터된다. 다양한 조직단 들의 능률성이 평가되고 조직의 목표는 단일화되고 조정·

통제된다. 제도화된 공공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은 조직의 비능률성과 비일 성을 드러

나게 한다. 따라서 공공 조직은 기술  성과에 근거한 평가로 인하여 표면화되는 공식조직

의 구조  결함을 방어하기 하여 감독, 평가, 활동의 통제 등을 최소화하고, 구조  단

들 간의 조정, 상호의존성, 상호  연계 등이 비공식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Meyer and 

Rowan, 1977).

80년  이후 공공 역의 개 을 하여 공공 조직은 다양한 리통제시스템을 개발해왔

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부분은 민간 역의 성과 리기법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Levant, 

De La Villamois, 2001; Berland and Dreverton, 2008). 경제  능률성(경제성, 능률성, 효과

성)의 강조와 비능률성에 한 비난으로 말미암아 정부회계가 정당성장치로서 부각된다. 

표 인 는 성과 리시스템, 신공공 리론(NPM), TQM, BSC 등으로 공공 역에서 이것

들은 합리  신화로 작용하 다(Engelberg, 2013;Jesse Worth investigates, 2015). 

새로이 출 하는 신화와 사라지는 신화 간의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학습과 폐기학습의 

모습을 보여 다. 인식을 통해 여과된 부정 인 정보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지배 인 

신화를 의문시하게 만들고 인지된 문제에 한 상된 해결책에 해 추측이 난무하고 ‘유

령신화’가 형성된다. 조직구성원들의 이러한 해석은 차 더 큰 집단 이고 지배 인 연합

들에게 공유되어 긴박한 기를 해결할 특정한 신화가 집단수 에서 형성되어 주창된다. 

이때 새로운 신화는 집단수 에서의 집합  사고를 통하여 개인수 에서 강화되어 행동에 

더욱 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가 제도화된 행동에 가깝게 되려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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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 에서의 폐기학습이 필요하다. 폐기학습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과거의 신화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 새로운 신화가 외견상 성공 으로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집

단의 인지방식은 여 히 과거의 신화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의 인공물에 그 로 

잔존할 수도 있다.

Crossan et al.(1999)은 이와 같은 학습과 폐기학습 과정을 연속 인 피드포워드 과정과 

피드백으로 개하면서, 분석수 을 개인과 집단으로 더 명료하게 구별한다. 제도화는 기

본 으로 다양한 개인과 집단 인식의 통합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수 의 상으로서 집단수

에 피드백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에 향에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공공분야에 

한 공공 리(Public Management:PM), MBO, TQM, NPM 등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시

사한다. 공공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 즉, 문가집단과 행정 리집단은 흔히 사회 으

로 정당한 공공성과가 무엇인지에 해 서로 다른 을 갖는다(Brignall and Modell, 

2000). 두 집단을 지배하는 신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화가 다르고, 학습과 폐기학습

이 달라진다.

3) 조직목표의 무기억성

공공부문의 장은 민간부문의 장에 비하여 상 으로 임기가 짧고, 임자가 설정한 목

표를 의도 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조직은 

목표설정에 일종의 무기억성(property of no memory)을 갖게 된다(안문석, 2004). 공공분야 

조직의 이러한 특징은 피드백  평가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조직학습과 폐기학습을 어렵게 

한다. 경제성과 능률성이라는 내용  합리성과 차  합리성  형평성이라는 사회 정책

 기 이(안문석, 2004) 복합 으로 얽 있어서 조직학습의 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 공공조직의 장이나 핵심부서에 조직의 목 과는 직 으로 련 없는 사

람이 임명되는 경우, 조직의 목표는 환되거나 약화되어 리자와 조직의 목표와의 일체

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정치  료들은 조직의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기존 

목표를 제거하고 새로운 목표로 체하기도 한다(정우일외, 2011). 그리고 기 장이 바 면 

목표는  바 다. 거듭되는 개 은 일상 인 일이 되어, 조직의 캐치 이즈나 조직도표

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직학습은 표류하게 된다. 화려한 의식이 강조되고 매혹 인 로고나 선언

의 개발이 조직 활동을 지배하게 된다. 새로운 부서의 창설이나 부서 통·폐합 등은 조직의 

실질  목표와는 달리 조직의 외부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만 작용한다. 조직학습은 

어떻게 하면 환경으로부터 합한 평가를 받느냐에 맞춰진다. 조직 지식도 이와 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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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주의 집 되고 창조된다. 따라서 조직학습은 이원 인 양상을 띠게 된다. 상층 리자

들의 학습과 실무자들의 학습으로 이원화되고,  이것들 간의 괴리(decoupling)를 일으킨

다. 상층부는 다양한 정신지도와 의미를 창조하여 학습을 강요하지만, 실무 층에서는 기존

의 학습이나 행이 지속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폐기학습도 상층부에서만 선언 으로 발생할 뿐 실무 층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법규  제약과 존의 루틴은 와 같은 괴리를 더 강화하고 조직학습은 이러한 괴리를 상

징 으로 처리하는데 맞춰진다. 권한의 임, 분권  문제해결, 외부 컨설  도입, 비공식

 커뮤니 이션의 강화 등이 표 이 이다. 이러한 괴리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이 조직

으로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를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순이 늘 조직에 

잠재함으로써 역설 으로 공공조직은 생존한다.

이때 조직구성원들의 정신모델에는 자주 패러독스 혹은 모순이 존재한다. 공공조직이 취

하려고 하는 내  일 성, 질서정연함과 조직 외부  시각에서 요구하는 상호작용 , 상호

의존 , 상호 맥락  사고들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조직은 이 두 시각을 동시에 취하는 경

우가 흔하다.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학조직과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 이완된 연결체

계 등이 표 인 이다. 공공조직은 이와 같은 양면성으로 생존하게 된다. 단일의 질서있

고 일 된 의미체계나 정신모델을 고집하는 경우 조직의 실패를 달리 가할 수 없어 혼란

에 빠지게 되지만, 다양한 의미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교 으로 사용하여 실패를 다

각도로 의미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직의 완 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

떤 한 의미체계에서는 실패이지만, 다른 의미체계에서는 성공의 거름으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홍민기, 2015). 공공조직에서의 학습과 폐기학습은 이 게 이루어진다. 

4) 계층제와 료제의 문제 상승

계층제(hierarchy)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조직학습과 련되

어서는 조직의 복잡하고, 혼돈스런 문제의 해결 장치이자 학습도구이다. 어떠한 문제라도 

분해가능(decomposable)해서, 문제를 조각조각으로 나 면, 그리고 수단과 목표의 연쇄 고

리로 연결하면, 즉, 단순화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제도화된 신화의 조직 구조  표

이 계층제이다. 규모 공공조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일단 조직단 별로 

쪼갠다. 그 조직단 는 배당된 문제를 다시 하  단 별로, 최하  단 까지 계층별로 다시 

쪼갠다. 일련의 쪼개진 문제들에 해서 각각의 해결책이 모색된다. 조직의 기나 불확실

성을 해결할 때도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문제를 분해하는 것 자체를 문제의 해결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정책)문제에 한 수단과 목표의 연결 계에 한  다른 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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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민간 역에서는 일반 으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조직단 가 새로이 창조되거나 분화한

다. 그러나 공공분야에서 문제가 쪼개지는 양상은 문제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조직의 재

의 분화정도나 계층, 혹은 조직의 단  수 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의 속성이 조직수 에 

맞춰진다는 것이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수 이나 

단 가 오히려 문제를 따라가는 양상일 수도 있다. 문제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

다. 조직의 재의 조직인지모델, 조직의 심구조, 조직의 다양한 구조  특성에 따라 그때

그때 마다 새로운 정의가 수립된다. 조직 내 복잡한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조직의 재  양

상에 따라 문제가 새롭게 조합되는 것이다(홍민기, 2015). 이 게 재조합된 문제가 사실상 

분할되는 것이고, 분할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게 분할되면, 하 계층으로 갈수록 체 인 시각에서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

르면서 배정된, 단 별 해결책을 찾는 데만 몰두한다. 따라서 조직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문제에 한 하 단 의 인지도는  더 떨어진다. 문제의 불확실성  미소한 불확실성

만을 해결한다. 사실상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직의 루틴에 의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들이다. 따라서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계층 으로, 루틴에 따라 여나가는 장치이다.

조직의 심구조도 계층화된다. 계층별로 독특한 심구조가 형성되어 조직 스키마가 자

연스럽게 계층별로 구조화된다. 조직의 스키마란 조직이 행동이나 지각에 있어 가장 먼  

거 틀로 사용하는, 축약되고 일반화된, 그러나 쉽게 수정될 수 없는 조직의 경험을 말한

다. 이러한 스키마는 조직구성원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추론해 내는 인과지도의 형태로 

흔히 존재하게 된다. 일단의 스키마는 조직구성원들의 보는 행동과 의미부여 체계(혹은 해

석체계)를 제약하게 된다. 스키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행동에 방향을 부여한다. 각 계층별

로 이와 같은 독특한 심구조와 스키마가 존재해서 계층별로 문제의 인지 과 정의가 

달라진다. 계층이 많아질수록 이른바 문제 상승(problem escalation)이 발생하는 것이다(홍민

기, 2015).

조직의 학습과 폐기학습도 계층화된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조직의 성과 지향  학습 

경향이 커지고, 하층부로 갈수록 운  지향 (operational orientation)(Kayes, 2015) 학습이 

일반화된다. 조직의 상층부는 제도화된 규범에 입각한 정당성 신화가 학습을 지배하지만, 

계층 으로 분화된 하층부에서는 그 게 분할된 범  내에서의 단일 회로  학습이 진행된

다. 더욱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나 이완된 연결형태의 조직에서는 부서별로 학습방법과 유

형이 달라진다. 하층부의 문제가 계층을 타고 올라가면서 화(轉化)되듯이 그때 마다 학습

과 폐기학습의 주제가 바 다. 그러나 조직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모델 O-I 분 기(Argyris, 

1996)가 잠재 으로 조직을 지배하는 것이 공공조직의 특징이다. 이처럼 서로 달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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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처럼 보이는 공공조직의 학습이, 사실상 공공조직이 학습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는 역

설  이유이다.

5) 공공조직의 정보처리와 학습

안문석(2004)에 의하면, 민간 역과 공공 역의 조직의 정보처리 과정은 차이가 난다. 첫

째 자료채취단계에서 민간 역의 조직은 자신의 에 지를 사용하여 환경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즉, 능동 으로 자료를 채취하는데 반하여 공공조직은 자료를 발생시키는 환경

구성원이 해당 조직에 투입하는 자료를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즉, 수동  자료 채취행태

를 보인다. 둘째, 자료의 해석단계에서 공공부문 조직의 경우 체계  근방법보다는 만족 

모형  근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련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목표의 무기억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조직의 학습이 ‘ 기에 처하여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 목표설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조직은 이해 련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목표를 설정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흔히 추상 이고 애매모호하게 목표를 설정한다. 한 환경의 바람

직한 미래상태만이 목표설정의 상이 되지, 조직 자체의 바람직한 상태는 목표설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직학습의 은 조직 내부보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는데 있다. 정보나 지식의 수집  처리 등이 외부  시각에 의존하게 된다. 넷째, 

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 계로 말미암아 조직 활동이나 학습을 평가하는 기 이 조직 

내부  기 으로서의 경제성이나 능률성보다는 환경의 개념이 더 요해지는 효과성에 맞

춰진다(Pfeffer and Salancik, 1988). 

이와 같은 정보처리는 조직학습과 폐기학습과정에 나타나는 정보의 설정, 선택, 보유에

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설정단계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한 상호 모순  요인들을 애매하게, 혹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추상화된 형태로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조직의 심구조와 해석과정을 

통하여 인과지도의 형태로 재창조되어 조직 구조  특성에 따라 분할될 것이다. 

정보 해석과정에서의 정보의 선택은 정보의 수집  획득가능성 등과 같은 요인 외에도 

조직 내부  요인들의 함수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특정한 해석도식, 혹은 스키마가 용

되거나 형성된다. 조직의 존 루틴은 수정되거나 강화된다. 그러나 지배  요인인 공공조

직의 루틴은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 조직의 공식  루틴은 내부  요인과 무 하게 흔하

게 외부로부터 설정되기 때문이다( 를 들면 규제, 법령, 규정의 개정). 

공공조직에는 조직 활동을 평가하는 각각 다른 기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외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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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과 내부 운 을 평가하는 기  등이다. 이에 따라 인센티  시스템도 달라진다. 

를 들면, 환경의 제도화된 신화로서 도입된 공공 리기법인 MBO나 NPM, BSC 등의 도

입에 따른 성과평가는 인센티  지 ( 를 들면, 개인별, 별 성과 )의 기 으로 활용하

고, 이외 다른 평가는 기존의 방법( 를 들면 근무평정)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게 

함으로써 외  평가기  도입에 따른 괴리와 내  모순과 갈등을 해소한다. 상호 모순 으

로 보이는 것,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학습과 폐기학습도 자연스럽게 이원화

된다. 

지 까지의 조직학습과 폐기학습에 한 논의들을 시스템 사고의 에서 다이내믹하

게 표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공공조직의 조직학습과 폐기학습의 다이내믹 로세스

IV. 공공조직의 지식 리와 학습

1. 공공조직의 지식 리와 학습

조직학습과 지식 리  지식 이와 련된 분야의 연구는 조직에 한 학습 의 출

으로부터 진화해왔다(Bapuji and Crossan, 2004; Girard and McIntyre, 2010).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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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공공조직에는 거의 심을 두지 않았다(Kelman, 2005; Girard 

and McIntyre, 2010; Pee and Kankanhalli, 2015).

공공조직의 지식 리는 민간 역과 달리, 정치 환경의 공식  통제 하에 정책이 수립·집

행되며 감시와 책임을 수반한다. 공공서비스는 이윤창출보다는 공공  가치를 지향하고 있

고, 시민들과의 계, 경쟁 인 이익당사자들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두 역이 아이디어, 

실무, 행, 조직 간의 계와, 학습의 목 , 추동인자, 진자, 핵심 행 자 등이 서로 다르

다고 하면, 지식 리행태와 지식의 성질, 지식창조도 다를 것이다(Hartley, 2008). 

민간 역이든 공공 역이든 고객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격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반응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민간 역의 지식의 창조와 학습이 시장 주

도  압력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 것이라면, 공공조직의 학습과 변화의 기

폭제는 정부의 정책과 성과압력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직은 리더십, 리, 조직  구조

에 있어 진 인 변화를 추구했고, 그 결과 민간 역과 공공 역,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상호의존성이 창조되는 한편, 패러다임의 변이까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공공조직은 사용자 

기 , 정부의 다른 연결자, 범한 이해당사자 들로부터 학습과 신의 압력 하에 존재하게 

되었다(Rashman et al., 2009; Pee and Kankanhalli, 2015). 

조직의 내  맥락  조직 간 학습과 지식 리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핵심 이지만 공

공조직이 지식을 창조, 이, 공유, 응용하기 한 수단에 해서는, 그리고 이와 련하여 

공공조직을 개 하려는 정부정책은 크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Rashman et al., 2009). 최

근의 공공조직의 정책은 성과, 평가, 향상 등에 한 연구로 과 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

이다. 특히 공공조직의 변화와 개 에 을 맞춘 최근의 근법들은 역량과 성과를 향상

하기 한 회계감사와 감독을 시하여 수직  통제를 강조하고, 앙정부 심의 리에 

치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조직 학습과 지식 리 과정

지식 리와 학습 간의 계는 다양하게 개념화되지만, Easterby-Smith and Lyles(2003)는 

조직학습은 지식의 과정에, 지식 리는 지식의 내용에 을 맞춘다고 한다. 이때의 지식

은 조직이 습득하고 창조하고 처리하여 결국에는 사용하는 것이다. 두 역 간의 계를 

조직학습을 지식 리의 목표로 보기도 한다. 지식 리는 지식의 창조, 확산, 용을 동기부

여 함으로써 조직으로 하여  지식을 조직과정에 내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직 실

무와 행 를 지속 으로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때 조직학습

은 조직이 지속가능하게 지식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실제로 Dixon(1994)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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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을 기술하면서, 축 된 지식은 지속 으로 지식을 수정하고 창조하는데 필요한 과

정보다 덜 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의 지속  개선과 하게 련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조직은 학습과 변화를 식별하고, 제도화시키게 된다. 

지식 리 과정은 신, 동  의사결정, 개인  집단  학습 등과 같은 조직과정을 직

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결정, 조직행 , 서비스  환경과의 계 

등과 같은 매개  결과를 낳는다. 최종 으로 이것은 조직성과와 연결된다. 

지식 리의 과정에 한 논의는 다양하다. Davenport and Prusak(2013)는 지식의 생성, 

코드화/조정, 이 등 3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Ward and Aurum(2004)은 지식과정을 7단계

로 분류한다. 즉, 지식의 창조, 습득, 식별, 응, 조직화, 배분, 용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King(2009)은 지식 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먼 , 지식 리과정

은 조직의 지식창조나 지식습득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식창조는 존의 지식을 새로운 내용

으로 체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조직 경계의 내부에서, 혹은 환경 트

와의 연결 계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식창조는 Nonaka(1994)가 제안한 4가지 지

식창조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사회  상호작용과 공유된 경험을 통하여 암묵  지식을 

새로운 암묵  지식으로 변화하는 지식의 사회화 방식, 재의 명시  지식을 융합하고 분

류하고 통합함으로써 명시  지식을 창조하는 조합방법, 외부화를 통하여 암묵  지식을 

새로운 명시  지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명시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암묵  지식을 창조

하는 내부화 방법 등이다. 지식창조에 비하여, 지식습득은 흔히 조직외부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탐색하고 인식하며, 흡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탐색(Menon and Pfeffer, 2003), 선

별(King and Lekse, 2006), 그리고 조직에 한 바람직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을 투입하는 

합(Huber, 1991) 등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거나 습득된 후에, 지식 리 

메카니즘은 지식의 향력과 장기간의 재활용을 극 화시키기 하여 조직메모리에 이와 

같은 지식을 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지식의 정련은 다양한 장매체에 지식이 장될 수 있도록 지식을 선별, 여

과, 정제, 최 화하기 하여 사용하는 과정과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 공식메모리

에 장하기 한 일련의 기 에 따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암묵  혹은 함축  지식을 

한 형식으로 코드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명시  지식은 형식화되고, 

평가되고 선별되기만 하면 된다. 고르기(culling)는 수집된 정보에서 가장 요한 형을 식

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화는 되풀이되는 주제들을 식별하여 개별 지식들을 여기에 연

결하는 것이다. 정제(distilling)는 개요나 일련의 요약을 만드는 것이다(McDonald and 

Ackerman, 1997). 

다음 단계로, 조직메모리는 조직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장된 지식을 말한다. 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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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메모리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에 의해서 습득되고 보유된 것일 수도 있다.  조직

의 루틴이나 차, 서비스, 환경과의 계 등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식이 조직에 범한 향력을 미치려면, 지식은 통상 으로 이되고 공유되어야 한

다. 이와 공유는 한 연속선상의 양 극단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를 송신자로부터 수

신자로의 집 이고 목 인 커뮤니 이션이라고 한다면(King, 2009), 공유는 덜 집

인 이어서 송신자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King, 2009). 일단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되거나 공유되면, 정교화(다른 해석의 개발), 주입(근본  쟁 들

의 식별), 정 화(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다양한 해석의 개발) 등을 통하여 신, 집합

  개인  학습, 동  문제해결 등을 진하기 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의 실무, 루틴, 시스템, 조직의 계 등에 내장되어서 조직의 지식 집약  능력을 창조

하는 계기가 된다(Levitt and March, 1988). 이상과 같은 지식 리과정은 최종 으로 조직성

과에 향을 미친다.

3. 공공조직의 지식 리

공공조직의 맥락은 민간 역의 그것과 다르다. 자는 료  문화와 연결된 정책과 정

치가 지배하지만, 후자는 략과 구조, 문화 등이 주도한다. 따라서, Woodford(2003)는 민

간 역의 모델을 채택하기보다는 공공 역에 독특한 지식 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공공조직의 문화를 제일 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통 이고 보수

인 문화는 공공조직의 지식 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자주 언 되고 있기 때문이다

(De Long and Fahey,2000; Kammani and Date, 2009; Pee and Kankanhalli, 2015).

지식 리 맥락에서 조직문화는 공유된 가치, 신념, 행 등으로 정의되고, 지식을 효과

으로 공유하는데 있어 흔히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공조직의 문화는 통  료

제모델과 보조를 같이한다. 게다가 조직의 제약조건의 특성, 목표의 다양성, 자원에의 근

방법 등에서 민간 역과 달라서, 더 효율 인 지식 리를 창조하기 한 동기부여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지식 주도권이 깃들 여지가 없

다. 최근의 actKM 포럼(2014)은 공공부문은 지식공유  신과는 거리가 먼 황야라고도 한

다. 한 공공조직은 성공 인 신에 한 보상보다는 실패한 신에 해 더 심각한 처벌

이 가해지는 비 칭  유인체계를 갖고 있어서 창조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민간조직은 지식공유를 권장하고 이에 따라 재정 인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에, 산규제

에 의해 제약을 받는 공공 역의 경우는 리자들이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지식을 공유하

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하는 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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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 역은 차이가 난다. 민간 역이 효율성, 매성장, 원가 감, 신 등인 반면에, 공

공조직은 료제  장벽을 제거하고, 시민의 불만, 구성원의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식공유의 동기가 민간 역은 직무성과평가와 성과자에 한 동기부여이지만, 공공조직

은 성과평가와는 련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신뢰와 장벽이 없는 네트워킹, 험부담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는 조직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Weick, 1996). 학습문화는 재의 가정이나 제 등을 회의하게 하고, 책임 가가 없

는 도 과 비 을 활성화시키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Naot et al., 2004). 반

면에 책임을 가하는 문화는 의사소통과 회고의 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Vince 

and Saleem, 2004). 조직 내의 강한 하 문화나 네트워크는 커뮤니티들 간의 학습을 해할 

수 있다. 규범, 가치, 기술  언어, 개인들 간의 기본  개념 등의 차이는 지식공유와 집합

 학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하 문화, 명시 인 제도 , 료제  

차와 보상체계, 암묵 인 행은 공공조직의 지식개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Haynes, 2005).

공공조직은 규칙, 정책, 과정, 차, 계층  보고, 부서간의 경계 등으로 짜여 진 구조이

다. 조직 내의 정책은 다원  차원을 지니고 있어, 공식 조직의 정책은 조직구성원들 간, 

효과 인 지식 리에 필수 인 실무  행들 등 간의 상호작용을 진할 수도 있고 방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Kammani and Date(2009)에 의하면, 정책은 신축 이어야 하고, 지식

창조와 지식활동의 공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고도로 신축 이고 반응 인 지식 

집약  조직이 되기 해 공공조직은 신 , 기업가  문화의 창조, 료  의사결정의 탈

피, 계층제의 완화, 강력한 인센티  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청된다고 한다.

권력과 정치의 공식  측면(정부 수  간의 계의 리, 선출직 표자들을 포함하여 

공식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간의 계를 리하는 것)과 비공식  측면(통제, 향력, 권  

등의 유형), 둘 다는 공공조직의 지식 리를 검토하는데 매우 요하다(Rashman et al., 

2009). 핵심 행 자들과 그들의 심은 결과를 방향 지워주거나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opey and Burgoyne(2000)에 의하면, 조직 정치는 조직학습과 지식 리에 한 인식의 지

평을 넓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방  조직정치를 제안한다. 조직 내의 정

치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것이 조직학습과 지식 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직에서의 공식  정치활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

로써, 학습과 지식 리를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들을 표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정치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시스템  원인의 확인, 애매성의 최소화, 범한 정

치  합의의 확보, 변화를 공식  규범, 운 차, 정보시스템 등에의 제도화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지식을 확 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식창조에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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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권력과 향력은 조직의 학습과 지식 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 가치 있는 지식을 지닌 

조직구성원들은 그들의 지식을 조작하거나 보류하여 지식공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 

Lawrence et al.(2005)는 조직의 정치와 학습 간의 계가 덜 개념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략과 조직학습과정을 이론화한다. 이들에 의하면 어떠한 조직학습이론이라도 조직 

내의 정치  다이내믹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완 할 수 없다고 한다.

공공조직에는 조직 내  조직 간 학습을 지원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공식 (민주 인), 

비공식  정치 둘 다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정부 수 에서, 선출된 정치가의 역할과 심은 

학습과 신에 크게 향을 미친다(Hartley and Benington, 2006). 이것은 조직의 비공식  

정치로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에서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향력 있는 개인이나 

학습옹호자가 하여야 할 역할은 공공분야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선출된 정치가와 

일반 리자 둘 다가 서로 다른 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하기 때문이다. 한 선출된 

정치가와 정부정책, 공공과 민간, 제3섹터 등과의 트  십, 서비스 달, 시민과 이해당

사자와의 계, 문가부서와 일반부서 간의 긴장 계 등을 포함하여 조직의 권력과 정치

의 양상이 복합된 장이 공공조직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설계, 구조, 시스템 등은 지식창조와 학습에의 참여를 지원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분권화된, 그리고 조직 내 이든, 조직 간이든 비공식 인 계층제는 탐색  학습과 

지식창조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Tsai, 2002). 그러나 계 , 계층  권력 구조

는 특히 지방정부에서 지식창조와 이를 방해한다고 한다. 반면에 공식  구조는 명시  

지식의 획득과 용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비공식 이고 장벽이 없는 조직학습의 사회  

메카니즘을 생성할 수 있는 거 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   문  경계로 말

미암아 자연스런 사회  학습과 공공맥락에서의 의미부여가 제약될 수도 있다(Rashman et 

al., 2009).

조직의 지식 흡수(assimilation)와 련하여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라는 다차원  

개념이 자주 언 된다. 새로운 외부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흡수하여 조직의 목 에 맞게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 으로 민간 역은 조직학습과 지식 리의 을 이

러한 능력에 맞춘다. 이러한 개념은 개 , 환, 조직 간 지식공유 등과 같은 공공조직의 

맥락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연구는 드물다(Rashman et al., 2007, 

2009).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통하여 조직은 문  지식과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무 차를 개발하고 과정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SOP, 의

사소통 방식, 작업과정에 한 공유된 이해 등에 학습을 내장할 수 있는 한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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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면, 지식 혹은 문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경험학습의 한 방법은 경험

을 통한 지식과 문  지식을 비축(stockpiling)하는 것이고(Zollo and Winter, 2002),  달

리, 새로운 지식의 개발을 하여 존 지식을 의식 으로 회의하고 검토하고 폐기학습하

는 것이다. 

경험  지식은 흔히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직무를 개선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과 

련된, 직무 근거  지식이 하나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들과의 작업방법과 련된 

계 근거  지식이다. 공공분야의 개인들은 고도의 문 인, 직무 근거  지식을 소유하

고 있어서 이를 계 근거 , 집합  지식을 개발하는데 용한다(Haynes, 2005).

문  지식이 갖는 암묵 이고 주 인 특성은 지식의 비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Newell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지식은 쉽게 이되지 않는데, 문가와 일반 

행정가는 서로 다른 을 취하고 있어 공통의 의미부여과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의 루틴이 응 이기보다는 반복 인 활동을 유발한다면, 경험은 학습을 방해

하게 된다. 반복  행동은 조직 지식이 조직 메모리에 내장되게 한다. 그러나 특정한 활동

이 성공하게 되면, 변화와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정  강화 사이클이 형성된다. 

조직의 네트워크가 호혜 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조직학습과정은 활성화된다(Chen, 

2004).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한 연계, 의사소통, 몰입, 개인 간 연결 계 등은 지식을 

공유하게 하고 공유된 을 창조한다. 그러나 합의  네트워크는 조직학습을 해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부정  결과를 낳는 행동을 일으키는 공유된 , 공통의 가정 등에 

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사고(groupthink)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계에 따라 사용되는 목 도 달라진다. 약한 계의 네트워크는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지

만, 더 강한 계는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다시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민간 역이나 공공 역에서 공식 ,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학습  지식 리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상 으로 경쟁이 낮은 공공 역 조직들 간에는 강한 네트워크 연계가 

형성될 것이지만, 다양하고, 지역화된 공공조직들은 계층이나 구조,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

여 공유된 이해와 강한 네트워크 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학습을 통

한 지식 리는 쉽지 않게 된다. 학습이 실무활동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비공식 인 사

회  네트워크에서는 공식화된 략집단들 보다 더 강한 연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더 많은 

지식이 이된다(Reagans and McEvily, 2003).

공공조직에서의 사회  상호작용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지만, 보상은 지식공유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Amayah, 2013)고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지식공유에 한 

보상과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의 행 등은 조직의 학습과 지식 리

를 진한다. 특히 리더십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이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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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awes et al., 2009). 조직의 공식시스템(공식 차, 규범, 차)은 부서 간 지식공유를 방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센티 와 신뢰는 지식공유를 순조롭게 한다. 

IT의 활용과 성과기  보상시스템은 개인들의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데, 공공조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민간조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Amayah(2013)에 의

하면,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은 IT의 활용정도가 낮고, 성과기  보상시스템에 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 KM 기술(다양한 KM활동을 진하는 정보  의사소통 기

술)은 공공조직의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

니라고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이내믹 모델링을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공공조직의 지식 리의 다이내믹 로세스

V. 결론: 공공조직의 학습모델

본 연구는 시스템사고와 시스템다이내믹스 근법에 근거하여 공공정책학습과 조직학습 

분야의 다양한 개념들을 포 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특히 공공분야 

조직을 겨냥한 이론  틀을 모색하고자 하 다.

조직이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알려면 조직의 학습과정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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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하 다. 조직학습은 조직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밝

주는 캔버스이자 거울이고 조직의 랫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생존과 응은 조직학

습의  다른 표 이다. 조직의 실패는 조직학습의 실패이고, 조직은 학습할 때 살아남는

다. 조직이 학습을 멈출 때 기와 성과를 경험하게 되고 이크다운에 빠지게 된다. 

그간의 조직실패에 한 연구들이 실패하 던 것은 조직에 내장되어 있는 생래 인 조직학

습을 무시하 던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조직의 실패와 기는 과민하게 보되, 그로 말미암

아 가리워진, 자연발생 인 조직학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직은 생존을 하여 학습하면서 폐기학습을 한다. 조직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

이 폐기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의 학습논의는 주로 폐기학습이나 

조직의 망각보다는 지식 리나 행동 이론  학습과정에 더 을 맞추었다. 공공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은 폐기학습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조직학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학습에 한 논의는 조직학습 논의만큼이나 요하다. 폐기학습은 조직

학습과 동 의 양면과 같아서 늘 동시에 존재해서 폐기학습을 보면 조직학습의  다른 면

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조직변화와 신이기 때문이다.

조직학습은 조직의 경험, 조직인지, 조직 지능과 지식, 지식의 이와 공유 등으로 이루

어진다. 이것들은 학습 랫폼의 기반모듈에 해당한다. 이때 지식 리는 지식을 조직에 내

장시켜서 지식을 창조, 확산, 용하는 과정으로 일반 으로 정의되지만, 이는 조직학습의 

 다른 표 이다. 따라서 조직학습과 지식 리는 동시에 진화한 것이다. 조직학습과 지식

리는 유질동형인 것이다. 

[그림 4] 공공조직의 통합  학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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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학습을 논의함에 있어 조직의 학습과 폐기학

습, 그리고 지식 리를 동일한 맥락에서 통합시키고자 하 고, 이를 [그림 4]처럼 다이내믹 

모델로 표 하 다.

이와 같은 모델은 민간 역과 달리, 특히 공공 역 조직의 특수성을 반 한 학습모델을 

개발하고자 모색한 것이다. 시스템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에서 가능한 한 체론

 시각에서 인과지도의 형태로 통합 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경험  검증을 

한 교시  방법에 불과하다. 

인간의 학습과 달리, 조직의 학습은 다양한 네트워크와 부서, 메카니즘 등을 통해 동시

에 병렬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조직은 이완된 연결이나, 조직화된 무정부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학습과 폐기 학습을 통하여 의미가 부여된 순간과 공간

을 찾아내어 오차를 탐색하고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조직 내에서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직 체로 ·확산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조직

의 학습은 자주 상징화되고 신화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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