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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조직 내의 하위집단이 구성되는 방식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내의 하위집단은 대다수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일 기능(uni-functional) 집단과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중 기능(cross-functional)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 Fang, 

Lee and Schilling(2010)의 두 가지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체 기반 

시뮬레이션(agent-based simulation)을 통해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에서는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거의 고립된 형태의 네트워크(nearly 

isolated subgroup structure)에서는 단일 기능 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하위집단의 크기가 커지거나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 전문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

능 집단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지식의 다양성이 조

직 학습 성과를 높여준다는 기존 문헌들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 다중 기능 집단의 성과가 더 낮은 이유는 하위집단 내에 각 전문 지

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집단의 구성방식이 전체 조

직 수준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 기능 집단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다양성은 집단 자체의 학습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의 

학습 성과를 높여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집단 내에 각 기능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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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의 질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요어 : 조직 학습, 집단 학습, 집단 구성, 단일 기능 집단, 다중 기능 집단, 

연결된 Caveman 모형 

학  번 : 2013-21051  



v 

 

목   차 

초   록 ............................................................................................................................... iii 

목   차 ................................................................................................................................ v 

표 목차 ............................................................................................................................. vii 

그림 목차 ........................................................................................................................ viii 

1. 서론 ............................................................................................................................. 1 

2. 이론적 배경 ............................................................................................................... 5 

2.1 조직 학습 ......................................................................................................... 5 

2.2 집단 구성 ......................................................................................................... 9 

3. 연구 모형 ................................................................................................................. 12 

3.1 기본 설정 ....................................................................................................... 12 

3.1.1 환경 ...................................................................................................... 12 

3.1.2 개인 ...................................................................................................... 13 

3.1.3 조직 ...................................................................................................... 15 

3.1.4 학습 성과 ............................................................................................ 17 

3.2 학습 규칙 ....................................................................................................... 18 

3.3 시뮬레이션 절차 ........................................................................................... 19 

3.3.1 시뮬레이션 준비 단계 (t=0) ............................................................. 19 

3.3.2 시점 1 (t=1) ......................................................................................... 21 

3.3.3 시점 t ................................................................................................... 21 



vi 

 

4. 시뮬레이션 결과 ..................................................................................................... 23 

4.1 기본 모형 ....................................................................................................... 24 

4.2 확장 모형 ....................................................................................................... 26 

4.3 민감도 분석 ................................................................................................... 32 

5. 결론 ........................................................................................................................... 34 

참 고 문 헌 ...................................................................................................................... 37 

Abstract ............................................................................................................................. 43 



vii 

 

표 목차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변수 목록 ...................................................................... 22 

 



viii 

 

그림 목차 

 

[그림 1] 연결된 Caveman 모형(Fang et al.(2010)) ....................................................... 15 

[그림 2] 하위집단 구성 방식 ........................................................................................ 16 

[그림 3]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네트워크 예시 ................................................. 23 

[그림 4] 기본 모형의 평형 성과(Equilibrium Performance) ....................................... 25 

[그림 5] 기본 모형의 개인간 지식의 차이 ................................................................. 25 

[그림 6] 확장 모형의 평형 성과 .................................................................................. 28 

[그림 7] 확장 모형의 지식의 다양성 .......................................................................... 28 

[그림 8] 개인들의 기능별 옳은 지식의 수................................................................. 31 



 

1.  서론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하이테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조직 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을 통한 혁신 창출은 지속적 경쟁 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위해 필수적이다(Argote, 1999; Zollo and Winter, 

2002; Mowery, Oxely and Silverman, 1996). 기업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

색(exploration)을 통해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을 만들거나 기존 지

식을 강화하는 활용(exploitation)을 통해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을 이끌어낼 수 있다(March, 1991; Tushman and Smith, 2002; 

Henderson and Clark, 1990). 기업은 이 두 가지 조직 학습을 모두 장려해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 모색해왔

다. Smith(1776)의 분업(division of labor)과 전문화(specialization)로 대표

되는 전통적인 기능적 조직 구조(functional structure)는 관리와 생산의 효율

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해왔다(Simon, 1957). 하지만 이런 구조는 

기능간 지식 이전이 어려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혁신을 이끌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Daft, 2010).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에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다중 기능 팀

(Cross Functional Teams)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중 기능 팀은 같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조직원들로 구성된 기존의 기능적 조직 구조의 하위집

단과는 다르게 하위집단을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조직원들로 구성된다. 이 

다중 기능 팀은 학습에 효과적이어서 혁신 창출과 변화 대응에 좋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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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선호해왔다(Parker, 1994; Griffin and 

Hauser, 1992; Moenaert, Souder, Meyer and Deschoolmeester, 1994). 본 

논문은 이러한 단일 기능 집단과 다중 기능 집단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하

위집단 구성 방식과 조직 학습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직 내의 하위집단은 실제로 조직의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Argote, 1999), 집단과 조직 학습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조직 학습에 대

한 이해를 넓혀준다. 기존의 문헌들은 다중 기능 집단을 신제품 개발과 혁신

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연구해왔다(Sethi, Smith and Park, 2001; Lovelace, 

Shapiro and Weingart, 2001). 다중 기능 집단에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집단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지식이 공유되고 학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기존의 조직 학습 문헌에서는 집단 구성 방식과 집단 학습 사

이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Williams and O’Reilly, 

1998; Eisenhardt and Tabrizi, 1995; Watson, Kumar and Michaelson, 

1993). 또한 기존의 조직 학습 연구들은 주로 개인 수준의 학습이 조직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 혹은 특정 수준의 학습 자체에만 집중하는 등의 

한계를 가져왔다(March, 1991; Williams and O’Reilly, 1998). 따라서 조직의 

하위집단과 조직 수준의 학습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

다. 본 연구는 집단 구성 방식과 조직 학습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조건에 대

해 확인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첫째, 개인들의 전문 지식에 따른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이 조직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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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이런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이 조직 학

습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의 구조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가? 본 연구는 이 질

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Fang, Lee and 

Schilling(2010)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조직 구조가 Watts(1999)의 연결된 Caveman 모형(connected Caveman 

model)을 사용하여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1 형태로 이

루어져 있을 때 조직 내의 학습 성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결된 Caveman 모형 중 현실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두 가지 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중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단일 기능 집단의 

성과보다 좋았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서는 다중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더 좋았지만, 거의 고립된 네트워크(nearly isolated subgroup structure)에서

는 단일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근소하게 더 좋았다.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에 다중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좋지만 특정 조건에

서는 단일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특

정 조건은 하위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 기능별 전문 지식의 질(혹은 양)이 낮

은 경우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내의 하위 집단의 구성방식이 집단의 학

습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하위집단 내에는 지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질

                                            
1 밀집한 하위 집단(dense cluster)과 무작위 연결을 통한 짧은 경로(short average path)라

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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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어야 있어야 조직 학습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

위집단의 구성 방식은 조직 학습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조직 내의 전문화와 관련된 

개인들의 전문 지식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많은 학습 연구들(특히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

에서 추상적으로 가정했던 상이한 개인간의 지식 수준을 기능에 따른 전문성

이라는 관점으로 구체화하였다. 둘째, 기존의 문헌들이 주로 하나의 분석 단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집단 수준의 학습과 조직 수준의 

학습을 함께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그 동안 조직 학습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하위 집단의 구성 방식이 집단 내의 학습과 집단 간의 학습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관리자

들에게 하위집단 즉 업무 집단의 구성 방식을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서론에서 언급

한 개념들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조직 학습, 네트워크, 조직 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연구 주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제시된다. 4장에서

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며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과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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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조직 학습 

 

기업이 속한 환경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조직 학습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왔다. 특히 기술 불확실성과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서는 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지식 관리가 필수적이며(Grant, 1996; Nonaka, 

1991)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학습이 수행해왔다. 조직 

학습은 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creation)하고 이전(transfer)하고 보유

(retention)하는 것을 아우르는 과정으로(Argote, 1999), 혁신 창출의 원동

력이자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어 왔다(Zollo and Winter, 2002; 

Mowery, Oxely and Silverman, 1996).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 학습을 통해 

기업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밝혀왔다. 특히 

March(1991)는 조직 학습의 탐색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는

데, 그에 따르면 탐색(exploration)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연구, 변화, 실험 

등을 의미하고 활용(exploitation)이란 기존 지식에 대한 개선 및 강화를 의

미한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활용은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으로 이어지고, 탐색은 구조적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혹

은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Tushman and Smith, 2002; Henderson and Clark, 1990).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기업이 탐색과 활용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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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활용을 통한 점진적 혁신은 기업의 단기적인 이윤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 혹은 급진적 혁신을 야기하는 탐색이 없으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Gupta, Smith and Shalley, 2006; He and Wong, 

2004). 따라서 기업들은 조직 내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을 통해 지식을 창출,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한편 합작 투자(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습득해오는 등 다양한 조직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생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

쟁 우위 또한 지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직 학습의 세 가지 과정 중 지식의 이전

(transfer)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조직 학습을 조직에 속한 개인들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개인들에게 이전되어 개인들의 지식이 조직 전체로 확

산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March, 1991; Miller, Zhao and Calantone, 2006; 

Fang et al., 2010). 지식 이전은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와 가장 가까운 것이며 

지식 생산과 보유라는 다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한 조직 학습 연구들에서 사용한 정의와 같은 

것이다. 그 동안의 조직 학습 연구들에서는 조직원들의 학습 속도(March, 

1991), 구성원들의 변화(turnover: March, 1991), 학습 방식(Miller and Lin, 

2010) 등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 

March(1991)가 조직 학습의 두 가지 형태인 탐색과 활용을 설명하며 수행한 

시뮬레이션 연구는 개인간의 상이한 학습 속도가 조직 전체의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직 내의 개인들이 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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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가진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이 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학습 속도가 오히려 전체 조직 성과를 낮출 수도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특성이 조직 학습, 특히 탐색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Brown and 

Eisenhardt, 1998; Nickerson and Zenger, 2002; Siggelkow and Levinthal, 

2003; Fang et al., 2010).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는 조직 학습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조직의 관리자들이 전략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oumgarden, Nickerson and 

Zenger(2012)는 탐색과 활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조직적 양면성

(ambidexterity)과 조직적 변동(vacillation)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조직적 양면성은 조직 구조를 탐색에 특화된 하위 조직과 활

용에 특화된 하위 조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O’Reilly and Tushman, 

2008). 한편 조직적 변동은 조직 구조를 완전히 양분하지 않고 한 조직이 탐

색과 활용 중 한 가지에 주기적으로 번갈아 집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Gulati 

and Puranam, 2009).  

이러한 조직 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왔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해

진 조직 학습과 관련된 전략은 실제로 각 집단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미시적인 

분석도 이루어져야 구조에 따른 조직 학습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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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조직 학습은 조직 내부와 외부를 아울러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한다. 즉, 

조직 내의 개인들이 업무 경험을 통해 학습해가는 개인 수준의 학습, 하위 집

단에 속한 개인들이 공통된 업무 경험을 통해 학습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닌 

개별적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의 집단 수준의 학습뿐만 아니라 기업간 지식 이

전이라는 관점에서의 조직간 학습(inter-organizational learning)까지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난다. 조직 학습의 분석 수준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법론도 달라진다. 분석 수준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연구들은 주로 실

험이나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고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계량 경제와 같

은 실증 분석을 사용한다. 그런데 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실제로는 다

른 수준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학습에서의 다수준(multi-

level) 분석은 조직 학습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방

법론은 이러한 다수준 분석에 용이하며,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지식들이 실제

로 이전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실증 분석 연구

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반면 시뮬

레이션은 미시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 동안 구조와 관련된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방법론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이론이 발전하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났다. Fang et al.(2010)은 바로 이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조직 구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저자들은 Watts(1999)의 연결된 Caveman 모형(connected Cavem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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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직 구조에서 학습이 다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저자들은 작은 세상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란 조직 

내의 작은 크기의 하위 집단(subgroup 또는 cluster)들이 다른 하위집단들과 

낮은 확률로 무작위(random) 연결을 가지는 네트워크 형태로 하위집단의 존

재를 유지하면서 각 하위 집단에 속한 개인들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특징을 가

진다(Watts, 1999). 기존의 연구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적 양면성이나 조

직적 변동에 집중해왔다면 이 연구는 미시적인 관점까지 포괄하여 하위집단의 

학습과 조직 전체의 학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하위

집단의 구현을 통해 March(1991)의 모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만들었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조직 구조를 통해 집단 내부에서

는 고유한 지식을 보존하고 집단 간에는 서로의 고유한 지식이 이전되어 조직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집단 구성 

 

집단 수준의 학습은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가 일어나는 장소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Argote, 1999). 실제 개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이 발생하는 하위집단 내에서의 학습에 대

한 이해는 조직 학습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해준다. 하위집단 학습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는 하위집단의 크기(size)나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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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등이 있다. 이 중 하위집단 구성 방식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가진 배경 지식의 종류에 따른 구성 방식을 본 연

구들이 있다(Jackson, May and Whitney, 1995; Mannix and Neale, 2005; 

Moreland and Levine, 1992; Williams and O’Reilly, 1998). 이런 연구들에서

는 동일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과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사이의 학습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들은 명확하게 특정 집단 구성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

였다. 예를 들면 Williams and O’Reilly(1998)의 40년에 걸친 연구에서는 집

단 내의 다양성은 집단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중 기능적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집단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밝혔다. 또한 Eisenhardt and Tabrizi(1995)는 다양한 기능으로부터 모인 팀

이 제품 개발과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은 조직 구조의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산업 혁명 이후부터 현대까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위

계적 조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이다. Simon(1957)은 제한된 합리성 

즉,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은 개인들의 전문화

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런 전문화가 위계적 조직 

구조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기능별 조직 구조(functional structure)나 

사업부제 조직 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특정 기능 혹은 지식에 전문

화된 개인들로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집단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도 암시하듯 동일한 지식만을 가진 집단은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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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창의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

서 격변하는 환경과 혁신이 강조되는 산업의 기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TFT(Task Force Team)이나 다중 기능 팀(Cross Functional 

Teams)을 활용한다(Griffin and Hauser, 1992; Moenaert, Souder, Meyer 

and Deschoolmeester, 1994).  

다중 기능 팀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신제품 개발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Park, Lim and Birnbaum-More, 2009; Sethi, Smith 

and Park, 2001; Lovelace, Shapiro and Weingart, 2001). Park, Lim and 

Birnbaum-More(2009)는 62개의 다중 기능 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중 

기능이 팀원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혁신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 효율성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비록 이런 연구들이 주로 다중 기능 팀과 제품 개발의 혁신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팀원들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기능의 지식이 

공유되고 학습되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Parker(1994)에 따르면 다중 기능 팀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기 때

문에 창의성(creativity)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다른 기능의 조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학습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집단이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에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

람들로만 구성된 집단의 경우보다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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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March(1991)와 Fang et al.(2010)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Fang et al.(2010)은 네트워크 이론의 연결된 Caveman 모형을 활용하여 조

직 내의 하위집단(subgroup)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설

계의 단순화로 인해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모형은 

조직 내에 하위집단의 존재를 구현함으로써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다 현실적인 

조직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를 따라 네트워크 모형을 사

용하여 조직 내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이 전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학습 방식은 개인간 상호 학습으로 가정하였다

(Fang et al., 2010). 조직 내의 각 기능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 영역을 표현

하기 위해 Posen, Lee and Yi(2013)가 사용한 지식 영역 구분 방식을 사용하

였다.  

  

3.1  기본 설정 

 

3.1.1 환경 

 

환경은 March(1991)와 Fang et al.(2010)에서의 설정을 따라 m차원의 현

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환경은 조직(기업)이 속한 특정한 산업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실의 각 차원은 각 기업이 가지는 지식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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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특정 값을 지니고 있다. 이 각 차원들은 조직이 속한 환경에서 중요

하게 여겨지는 속성들을 의미하며, 각 차원이 가지는 값은 시장(전체 소비자)

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차원은 각각 0.5의 확률로 1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 또는 -1이라는 값은 각 속성이 가지는 특정한 

의미를 추상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차원이 제품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하

면, 1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시뮬레이션에서 해당 차원에 대한 값이 1이라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큰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작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시뮬레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현실의 각 차원에 무작위로 값을 부

여하며,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시뮬레이

션 내에서는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3.1.2 개인 

 

조직 내에는 총 n명의 개인들이 있다. 각각의 개인들은 m차원의 현실에 각

각 대응하는 m차원의 지식을 가진다. 지식의 각 차원은 1, -1 또는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만약 현실의 어떤 차원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개

인이 그 차원에 대해 1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개인은 올바른 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 개인이 –1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값이 0인 경우에는 개인이 해당 차

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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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은 특정 기능(function)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각 기능에 따른 전문적

인 지식 영역이 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형들에는 하위집단이 존재하지 않

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더라도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

려웠다. 개인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구분될 수 있는 경계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집단은 이런 전문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로 작용할 수 있다. Posen et al.(2013)의 실험 2의 모형3은 각 

기업들이 서로 다른 지식 영역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모형을 기반으로 

지식의 전체 m차원을 기능의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 기능별로 특정한 지식 

영역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이 기획(product planning)과 연

구개발(R&D)이라는 2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획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체 m차원 중 1부터 
𝑚

2
까지의 차원을 차지하고, 연

구개발은 나머지 차원(즉, 
𝑚

2
+1부터 m까지)을 자신의 전문 지식 영역으로 가

진다. 따라서 한 개인이 기획에 속해있다면, 그 또한 1부터 
𝑚

2
 차원을 자신의 

전문 지식 영역으로 가진다. 매 시뮬레이션이 시작할 때 각 기능에 속한 개인

들은 해당 전문 지식 영역에 대해서만 𝑝𝑖𝑛𝑖𝑡𝑖𝑎𝑙의 확률로 현실과 같은 지식을 가

지게 된다.  

 

                                            
3 Posen et al.(2013)의 실험 2에서는 50개의 기업을 상위 기업 집단과 하위 기업 집단으로 

나눈다. 이 때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상위 집단은 전체 100차

원 중 1부터 90차원에 대해서만 55개의 옳은 지식을 가지도록 설정되었고, 하위 집단은 11부

터 100차원에 대해서 45개의 옳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위 집단에는 1부터 10차원

에 대해 독자적인 옳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한편 91부터 100차원에 대해서 하위 집단의 기

업들만이 옳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 영역 구분을 기반으로 각 기

능이 독자적인 지식 영역을 가지도록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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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직 

 

본 연구에서는 Fang et al.(2010)에서 사용한 연결된 Caveman 모형

(connected Caveman model)을 활용하여 조직이 하위집단을 가지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이 네트워크 모형은 k개의 하위집단(subgroup, Fang 

et al.(2010)에서는 클러스터(cluster)라고 표현한다)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집단은 s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곧 n명의 조직원들이 각각 팀원이 s명인 k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팀, 하위집단, 

클러스터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림 1] 연결된 Caveman 모형(Fang et al.(2010)) 

본 연구는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상

은 두 가지만 고려한다. 그림 1의 왼쪽의 두 그림처럼 하위집단이 거의 고립

된 구조(β=0)와 하위집단 사이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무작위 연결이 생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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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상 네트워크(β=0.1)만 고려한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가장 현실적인 

네트워크 구조이며, 고립된 네트워크 구조는 관료주의적(bureaucratic)인 성

향을 띠는 조직이나 조직 내 하위집단간 의사소통이 적은 조직에서 볼 수 있

는 구조이다. 완전한 무작위 네트워크(β=1) 형태의 조직은 현실적으로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조직 내에는 f가지의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별로 
𝑛

𝑓
명의 조직원들이 있다. 

그림 2와 같이 각 하위집단은 한 기능의 조직원들로만 구성되거나(단일 기능 

하위집단, uni-functional subgroup) 각 기능별로 동일한 수의 인원을 선발하

여 구성될 수 있다(다중 기능 하위집단, cross-functional subgroup). 단일 

기능 하위집단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위집단 구성

방식이다. 다중 기능 하위집단은 TFT나 CFT와 같은 단기성(최근 상당수의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기본적인 하위집단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

위집단에서 볼 수 있는 구성방식이다.  

 

 

[그림 2] 하위집단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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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습 성과 

 

학습 성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계산한다. 첫째는 개인들이 지닌 지식의 점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각 개인들의 점수는 말 그대로의 학습 성과를 나타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점수는 개인이 가진 옳은 지식의 개수로 계

산한다(March, 1991). 만약 환경의 10차원의 현실 중 개인이 5차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개인은 5점을 기록한 것이다.7 개인의 점

수는 학습을 통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지식을 학습한 경우 낮아

질 수도 있다. 조직은 조직원들의 복합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점수는 

모든 개인들의 점수의 평균으로 구한다. 둘째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지식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직 내의 지식의 다양성은 조직 학습의 탐색과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루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 

내에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존될 때 궁극적인 조직의 학습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March, 1991; Fang et al., 2010; Schilling and 

Fang, 2014).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이다. 이 지식의 다양성은 Fang et al.(2010)에서 사용한 식을 활용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 

Dissimilarity =  
2

𝑚𝑛(𝑛−1)
∑ ∑ 𝜔𝑖𝑗

𝑚
𝑗=1

(
1

2
)𝑛(𝑛−1)

𝑖=1
,  (1) 

                                            
7 현실이 1,-1,1,1,-1,1,-1,-1,-1,1 일 때 개인이 1,-1,1,1,0,0,0,1,1,1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개인은 현실의 1, 2, 3, 4, 10번째 차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개인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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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전체 조직원들 중 두 명씩을 짝지어 각 쌍의 지식 차이를 계산하여 

모두 합하는 것이다. (1)에서 𝜔𝑖𝑗는 조직원들 중 i번째 쌍의 두 개인들이 j번

째 속성에 대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1을 갖고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면 

0을 갖게 된다. 이 식을 통해 각 개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얼마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3.2  학습 규칙 

 

조직 내에서의 학습은 Fang et al.(2010)과 같이 개인간 상호 학습으로 이

루어진다. 조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

에 이 과정에서 상호 학습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개인은 시뮬레이션의 매 

시점마다 자신과 연결된 타인들로부터 학습할 기회를 얻는다. 개인들은 자신

과 연결된 잠재 학습 대상들의 이전 시점에서의 성과(점수)를 확인하여 자신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대상들을 학습 대상으로 선별한다. 매 시점마다 개인

은 학습 대상들의 각 차원을 p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의 확률로 학습하는데, 학습할 값이 0인 

경우(즉 학습 대상이 해당 차원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값을 학습하지 않는다.  

학습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차원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majority 

view)에 따라 학습할 지식을 결정한다. 즉, 각 차원에 대해 학습 대상들이 

가진 지식 중 가장 많은 지식을 학습한다. 예를 들면, 학습 대상들이 어떤 차

원에 대해 모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p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의 확률로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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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차원에 대해 학습 대상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

고 있다면 가장 개수가 많은 값을 학습한다. 즉, 해당 차원에 1을 가진 학습 

대상이 1명, -1을 가진 학습 대상이 2명이라면 개인은 p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의 확률로 –

1을 학습한다. 해당 차원에 대해 학습 대상이 0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다수

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 차원에 대해 1과 –1이 동률을 기록하면 개

인은 해당 차원이 0의 값을 가진다고 여기고 학습하지 않는다. 

 

3.3  시뮬레이션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단일 표본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각각 50번씩 수행되며 그

들의 평균을 결과로 제시할 것이다. 

 

3.3.1 시뮬레이션 준비 단계 (t=0) 

 

시뮬레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환경, 개인, 조직에 관한 기본 설정 값이 부여

된다. 환경은 100차원의 현실(m=100)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실의 각 차원에 

대해 0.5의 확률로 1 또는 -1의 값이 부여된다. 환경은 정적인 것으로 보았

기 때문에 한 시뮬레이션 내(1000시점)에서 현실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기

본 모형에서 조직은 무작위 연결 변수 β의 값이 0.1인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하위집단 간에 드물게 무작위(random) 연결이 생기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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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연결을 위해 각 개인에 대해 무작위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각 개인

들은 0.1의 확률로 기존의 연결을 끊고 무작위 연결을 가질 수 있다. 즉, 프

로그램을 통해 0부터 1 사이의 임의의 소수를 하나 발생시키고 그 값이 0.1

보다 작은 경우에 개인은 무작위 연결을 가지게 된다. 선택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연결 각각에 대해서 다시 0.1의 확률로 해당 연결을 무작

위 연결로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확장 모형에서 조직은 β값이 0인 거의 

고립된 하위집단 네트워크 형태(그림 1의 (1)의 형태)를 가진다. 이 때는 β

값이 0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별도의 연결 조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조직에는 100명의 조직원들(n=100)이 존재하며 각 개인은 5가지 기능

(f=5) 중 한 기능을 맡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자신이 맡은 한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다. 각 기능은 100차원의 현실 중 20차원씩의 해당 기

능에 대한 전문 지식 영역을 가진다. 조직의 각 하위집단은 5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s=5). 단일 기능 하위집단은 동일한 기능에 속한 5명의 개인

들(모두 동일한 지식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비율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반면, 다중 기능 하위집단은 각 기능별로 한 명씩(옳은 

지식을 가진 전문 지식 영역이 모두 다른 개인들) 모여 구성된다. 개인들은 

자신이 맡은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 영역에 대해 평균적으로 30%의 옳은 지

식(현실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가진다.8  

                                            
8 설계의 단순성을 위해 0을 갖도록 하였다. 물론 한 개인은 자신의 전문 기능이 아닌 다른 기

능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지식(옳은 지식일 수도 있지만 틀린 지식일 수도 있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주로 각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능의 전문가인 직원의 의견이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점을 반영하여 비전문가의 의견(noise)이 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간섭하

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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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점 1 (t=1) 

 

시뮬레이션이 시작하면 조직 내의 모든 개인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

진다. 개인들은 자신과 연결된 타인들 중 자신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타인들

을 학습 대상으로 선택한다. 모든 개인들은 앞서 설명한 학습 규칙에 따라 자

신의 학습 대상의 지식을 학습한다. 만약 학습 대상이 없다면(즉 연결된 타인

들 중 이전 시점에 자신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타인이 없다면) 자신의 원래 

지식을 유지한다. 모든 개인들의 학습이 끝난 후에는 조직 전체의 학습 성과

를 계산한다.  

 

3.3.3 시점 t 

 

시점 t에 모든 개인들은 연결된 타인들의 갱신된 점수에 따라 학습 대상을 

다시 선정하고 그들의 지식을 학습한다. 학습이 끝난 후에는 시점 1에서와 마

찬가지로 개인들의 점수와 그들의 평균, 즉 조직의 점수를 계산한다. 또한 지

식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들의 지식 다양성도 계산한다. 시뮬레이션

은 조직 전체의 점수가 균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히 길게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관찰을 통해 두 가지 모형이 모두 약 500에서 800 

사이에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t를 1000으로 설정하였다. t가 

1000이 될 때까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한다. t가 1000에 도달한 후에 최종적

인 조직의 점수가 바로 조직의 평형 성과(equilibrium performance)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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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변수 목록9 

변수 설명 사용된 값 

m 현실의 차원 100 

n 조직 내의 개인들의 수 100 

s 하위집단의 크기 5 

f 기능 부서의 수 5 

β 연결된 Caveman 모형의 무작위 연결 변수 0, 0.1 

𝑝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 각 차원에 대해 개인이 학습 대상의 값을 모방할 확률 0.3 

𝑝𝑖𝑛𝑖𝑡𝑖𝑎𝑙 개인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의 수준 0.3 

t 한 시뮬레이션 내의 수행 기간 1000 

T 각 시뮬레이션이 반복 수행되는 횟수 50 

 

  

                                            
9 표 1에 제시된 변수 중 s, 𝑝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 𝑝𝑖𝑛𝑖𝑡𝑖𝑎𝑙은 조직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이후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s는 10, 20으로 크기를 늘려

가며 확인하였고, 𝑝𝑙𝑒𝑎𝑟𝑛𝑖𝑛𝑔, 𝑝𝑖𝑛𝑖𝑡𝑖𝑎𝑙는 각각 0.1부터 0.9까지(0과 1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0.1씩 증가시켜가며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4.3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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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모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본 모형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많이 확인되

는 형태의 네트워크이자 Fang et al.(2010)에서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

이라고 확인된 작은 세상 네트워크(β=0.1)의 구조를 사용한다. 기본 모형에

서는 두 가지 형태의 하위집단 구성 방식이 작은 세상 네트워크 조직의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확장 모형에서는 거의 고립된 하위집단 네트워크 

구조(β=0)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각 하위집단 구성 방식이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조직 학습 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림 3]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네트워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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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모형 

 

기본 모형에서는 조직이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단일 기능 집단과 다중 기능 집단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그

림 4는 기본 모형에서의 조직 전체의 평형 성과를 나타낸다. 그림 4에 따르면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높은 평형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하위집단이 다양한 기능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경우에 단일 기능으로만 구성된 경우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유는 다중 기능 집단의 경우 각 집단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

식을 공유하며 전반적인 지식 영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다중 

기능 집단 내의 다양한 지식들이 다른 집단의 다양한 지식과 혼합되면서 양 

집단은 모두 전반적인 지식 영역에 있어서 두 개의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다

양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무작위 연결

로 인해 멀리 있는 집단의 좋은 지식을 학습해 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단일 기능 집단은 주로 자신의 집단에 특화된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연

결된 다른 집단이 가진 특정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각 시점마

다(특히 초반에)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적고 특정 지식 영역들에 있어

서는 빠르게 학습하게 되어 전체적인 다양성은 보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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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본 모형의 평형 성과(Equilibrium Performance) 

 

[그림 5] 기본 모형의 개인간 지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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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전체 조직 내의 지식의 다양성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결과는 식

(1)에 따라 계산한 결과로, 각 시점마다 조직 내의 개인 쌍들이 가지는 지식

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 구성 방식 모두 학습이 진행되면서 초기에 다양성이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들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중 

기능 집단이 전반적으로 단일 기능 집단보다 높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결국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

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다양성이 더 많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일 

기능 집단 내에서는 각 집단에 특화된 기능에 있어서 빠르게 학습이 이루어져 

각 기능별 다양성이 줄어드는 반면, 다중 기능 집단 내에서는 각 집단이 전체 

지식 영역에 대해 고유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다양성을 유지하

게 된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조직의 궁극적인 학

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함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서는 다중 기능 집단에서 

단일 기능 집단보다 지식의 다양성이 더 잘 보존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학습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확장 모형 

 

확장 모형은 거의 고립된 형태의 네트워크(β=0)에서 하위 집단이 조직 학

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작은 세상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단일 기능 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보다 작은 차이지만 더 높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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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학습 속도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이 모형에서는 각 하위 집단들이 외부의 지식을 학습

해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그림 6에서 보듯이 단일 기능 집단의 학습 

성과가 다중 기능 집단에 비해서 눈에 띄게 느리게 올라간다. 다중 기능 집단

의 경우 기본 모형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학습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

는 다중 기능 집단은 집단 내에도 학습할 지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 기능 집단의 경우에는 기본 모형에서 있었던 무작위 연결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바로 옆에 있는 집단들로부터만 학습해올 수 있고, 

따라서 집단 내 특화된 기능에 대한 지식 이외의 지식에 대한 학습은 더욱 느

리게 이루어진다.  

이 느려진 학습 속도는 이 구조에 따른 지식의 다양성 수준에 의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그림 7을 보면 기본 모형과는 확연하게 다른 조직 

내 지식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반에는 기본 모형과 같이 다중 기능 

집단 조직에서의 다양성이 더 높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오히려 단

일 기능 집단 조직 내의 다양성이 더 높았다. 이는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역전되었기는 하지만, 지식의 다양성이 곧 전체 조직 내에 옳은 지식이 존재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결과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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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확장 모형의 평형 성과 

 

[그림 7] 확장 모형의 지식의 다양성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성
과

Uni-functional subgroup

Cross-functional subgroup

0

0.1

0.2

0.3

0.4

0.5

0.6

0.7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지
식
의

다
양
성

Uni-functional subgroup

Cross-functional subgroup



29 

 

하지만 이 두 가지 그래프만으로는 결과를 온전히 해석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다 자세하게 각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능별 지식의 질(옳은 지식의 

양이 곧 지식의 질을 의미한다)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한 하위집단 내에 존

재하는 지식의 평균 점수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집단 내 5명의 개인들

이 각 기능에 대해 가지는 지식의 점수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평균을 낸 결과

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여기서 단일 기능 집단은 기능 1에 특화된 집단이며 

또다른 기능 1에 특화된 집단과 기능 5에 특화된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우선 

왼 편의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서의 결과를 보면, 다중 기능 집단 내의 각 기

능별 옳은 지식의 수가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집

단 내에는 다중 기능에서 온 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기능에 대한 옳

은 지식의 수가 모두 처음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단일 기능 집단의 경우 다른 기능에서는 다중 기능 집단보다 낮은 학습 성과

를 보이지만 자신이 특화된 기능 1과 바로 연결된 기능 5에 대해서는 다중 

기능 집단과 비슷하게 성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 편은 확장 모형에서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 기능별 옳은 지식의 수

를 보여준다. 거의 고립된 네트워크에서는 자신의 특화 기능(기능 1) 영역과 

바로 연결된 특화 기능(기능 5) 영역에 있어서 다중 기능 집단보다 단일 기

능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거의 고립된 네트워

크에서 단일 기능 집단은 집단 특화 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상호 학습을 통해 

해당 기능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각 집단 내에서 

보장된 높은 수준의 지식은 집단 간의 고정 연결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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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조직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식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다중 기능 

집단의 경우 각 집단 내에 다양한 지식을 골고루 학습하기는 하지만 단일 기

능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특화 기능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다.  

그렇다면 확장 모형에서는 보장되는 특화된 기능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이 

왜 기본 모형에서는 보장되지 않을까? 집단 내에 존재하는 특정 기능에 대한 

지식이 정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 모형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에 특화된 단

일 기능 집단 사이에 연결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 집단은 자신이 가

진 특화 기능에 대해 완벽한 전문가가 되기 전에 각 집단원이 가진 불완전한 

지식을 외부로 전달하고 다시 그 것을 학습해오게 된다. 기본 모형이 가지는 

집단간의 짧은 경로는 오히려 단일 기능 집단의 학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단순히 집단 내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만

으로는 조직 전체의 학습 성과를 높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

성의 보존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이 조직원들 사이에 퍼져있는 높은 

수준의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궁극적인 조직의 학

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가지는 각 기능에 대한 지식의 질이 보

장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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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모형: 작은 세상 네트워크>          <확장 모형: 거의 고립된 하위집단 모형> 

[그림 8] 개인들의 기능별 옳은 지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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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집단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요인에 대해 수행

하였다. 첫째는 하위집단의 크기, 둘째는 개인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셋째는 개인간 학습이 일어날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조직 구

조 내에서 각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이 조직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 또한 하위집단 자체와 그 구성원들의 특

성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10  

우선 하위집단의 크기는 집단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 집단의 크기는 곧 각 하위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 전문 지식의 양

을 의미한다. 하위집단의 크기를 10과 20으로 늘려가며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집단의 크기가 커지자 기본 모형과 확장 모형 모두에서 단일 기

능 집단보다 다중 기능 집단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단일 기능 집단은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작을 때에만 다중 기

능 집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집단의 크

기가 커질수록 조직의 평형 성과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는 집단이 커질수록 조직 내의 지식의 다양성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

문이었다.  

                                            
10 Fang et al.(2010)에서와 같이 β값을 0부터 1까지 변화시키면서(즉 네트워크 위상을 바꿔

가면서) 두 가지의 하위집단 구성 방식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성과도 확인하기는 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연구 주제와는 초점이 다르기에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간략한 결과를 설명

하자면, 다중 집단 구성은 Fang et al.(2010)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온 반면, 단일 집단 구성의 

경우에는 다소 독특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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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개인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개인들이 가지는 전문 지식 수준을 0.1부터 0.9까지 0.1 단위로 늘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는 곧 개인이 자신의 전문 지식 영역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10%부터 90% 수준으로 옳은 지식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본 모형은 개인들의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

능 집단보다 좋은 평형 성과를 나타냈다. 확장 모형에서는 지식 수준이 30%

까지일 때에는 단일 기능 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식 수준이 40% 이상이 되면 다중 기능 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집단 내에 각 기능

에 대해 옳은 지식이 충분히 존재할 때 다중 기능 집단이 더 좋은 학습 성과

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이 일어날 확률을 위와 같이 0.1부터 0.9까지 0.1 단위

씩 늘려가면서 측정하였다. 기본 모형과 확장 모형 모두 전반적으로 역 U자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보

다 학습 속도가 적당한 수준일 때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준 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기본 모형에서는 모두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능 집단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고, 확장 모형에서는 

학습 확률이 40%까지는 단일 기능 집단의 성과가 더 높았고 그 이후에는 다

중 기능 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학습 확률이 90%인 경우, 즉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다시 단일 기능 집단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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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하위집단의 구성 방식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두 가지 형태의 조직 구

조에서 하위집단을 두 가지 구성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에 따른 학습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건에서 다중 기능 집단이 단일 기능 

집단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단일 기

능 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보다 좋은 학습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집단들

이 거의 고립된 형태의 조직 구조에서 개인들이 가진 지식 수준이 낮으면 오

히려 단일 기능 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나 실무에서 확인된 것처럼 다중 기능 집단이 

학습에 있어서 단일 기능 집단보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재확

인시켰다. 또한 하위집단이 다중 기능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집단의 학습 성

과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학습 성과 또한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다중 기능 집단의 중요성은 많은 기업들에게 강조되어 왔다. IDEO, 

3M, Google, Facebook, Netflix 등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다

중 기능 집단을 활용하여 조직 학습을 촉구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대부분의 혁신은 이러

한 다중 기능 집단에서 만들어졌다(Meyer, 1998). 3M은 우리에게 포스트잇

과 스카치 테이프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전자 통신, 의료, 

자동차, 제조 산업 등 각종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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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3M의 산업 전문가 부서(Industrial 

Specialties Division)는 다중 기능 팀으로 전체 사업을 이끌어간다(Mckeown, 

1990). 디자인 전문 기업인 IDEO 역시 최상위 혁신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제품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에서의 협

업을 강조한다(Edmondson, 2012). 이 기업들은 모두 다중 기능 팀을 통해서 

조직원들 사이의 활발한 조직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다중 기능 

집단이 항상 단일 기능 집단보다 조직 학습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

다. 예외적인 경우들의 공통된 특성은 각 기능에 관련된 전문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경우였다. 이 결과는 곧 조직 학습의 관점에서 하위 집단 구성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집단 내의 지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식의 질 역시 고려되어

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하위 집단의 구성은 조직의 구조에 근거하여서 결정

되어야 한다. 집단들이 거의 고립된 형태의 조직 구조 속에서는 다중 기능 집

단보다 단일 기능 집단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위계

적 조직 구조 속에서 단일 기능으로 구성된 집단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

던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에서 새로운 제품 개

발을 위해 TFT 형식으로 다중 기능 집단을 구성하곤 하는데, 이 결과는 이런 

집단이 너무 고립된다면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암시한다. 조직 내의 관리자들은 하위 집단을 구성할 때 조직의 구조적 특성

과 함께 조직원들의 다양한 면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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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조직 학습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집단 수준

의 학습과 조직 수준의 학습 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실증 분석들은 집단 수준의 학습과 조직 수준의 학습이 양립할 수 없

음을 제안해왔고,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집단 수준의 학습과 조직 수준의 학

습을 분리하여 확인해왔다. 본 연구는 Fang et al.(2010)에 이어 조직 구조를 

통해 집단 수준의 학습이 조직 수준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

고 또한 이 과정에 하위 집단의 구성 방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조직의 구조는 대다수의 기업이 가지는 위계적 조직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하위 집단에 특정한 리더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현실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

이 점점 수평적인 조직 구조와 팀 조직을 선호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가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직 내의 학습에 관계되는 다

양한 요인을 단순화했다는 한계도 있다. 즉, 조직 내의 개인들의 지식 수준과 

학습 능력을 동일하게 보았고, 조직 내의 의사 소통과 조정(coordination) 문

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능 별로 지식 영역이 전문화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다른 기능 간의 의사 소통 저해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Ghosh and Rosenkop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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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ubgroup Composi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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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ubgroup composition on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learning. Subgroups in organizations can be 

composed of either individuals from the same function (uni-functional 

subgroup) or those from different functions (cross-functional subgroups). 

An agent-based simulation based on Fang, Lee and Schilling (2010) shows 

that in a small world network organization cross-functional subgroups 

perform better than uni-functional subgroups on organizational learning. 

Whereas in nearly isolated subgroup structured organization uni-

functional subgroups outperform cross-functional subgroups. However, 

the latter also shows the superiority of cross-functional subgroup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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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ze of subgroups get bigger or the quality of knowledge within 

subgroups gets higher.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the diversity of knowledge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learning. Cross-functional subgroups are overtaken by 

uni-functional ones when the quality of knowledge within the subgroup is 

low. This study confirms that subgroup composition can affect intra-

organizational learning. Both the diversity and the quality of knowledge can 

enhance organizational learning as well as grou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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