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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영학은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실용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론 중심 또는 일방향 주입식 교육보다는 실무와의 연계
가 중요시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액션러닝이 경영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이라는 경영학과 교
과목을 액션러닝으로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액션러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팀을 나누어 실제
과제를 해결하였고, 실제과제를 해결한 후 자신들이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성찰저널에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액션러닝으
로 운영된 조직행동론 수업에서 팀 활동, 조직행동론의 주요 학습내용, 문제해결, 학습방
법에 대한 것을 배우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들은 액션러닝으로 운영된 조
직행동론 수업 후 향후에 문제해결, 타인과의 관계, 자기개발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실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액션러닝으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경영학교육에서 중
요하게 강조하는 이론과 실무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하였으며 이를 실천할 것이라
고 밝혀 본 수업의 전이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액션러닝은 경영학교육을
위한 효과적, 효율적 방법이며 나아가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학습방법으로도 확대 활용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들은 액션러닝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사
회가 원하는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조직행동론, 경영교육, 액션러닝, 성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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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영학은 경영원리를 현실 조직에 적절히 적용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실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와
이론 중심의 강의, 일방향 주입식 교육으로는 학습자들의 경영 및 관리 역량을 향상시
키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무와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학의 교육방식은 사회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
다. 예컨대, 신건권(2003)은 현행 경영학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1) 경영환경변화에
둔감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과목의 운영, (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경영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는 신규 교과목 도입의 미흡, (3) 규격화되고 표준화
된 수동적 인재의 양성, (4)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수동적 인재의 양성, (5) 경영이론 및
논리적 사고 향상에 초점을 준 교수중심의 강의식 교육과 훈련, 그리고 (6) 창의적 사
고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 주도적인 창의성 경영교육의 미흡으로 지적한다. 유시정
(1999)도 경영학교육이 기업경영의 현실이나 기업요구에 맞는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경영학교육은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
일청(1999)은 이처럼 강의중심의 교육관행은 교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권위적이
고 서열의식이 강하게 적용해 온 대학의 문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은 오직 교
수에 의해 교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사고로 인해 자율적 학습의 전
통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이들 문제
점들의 많은 부분을 개선해 왔지만, 사례연구에 의한 간접적 실천학습에서 그 대안을
찾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또한 교수법의 중심도 여전히 학생 중심이 아닌 교수자 중
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란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다(Evensen & Hmelo, 2000). 이러한 인재상은 특
히 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경영학 분야에서 더욱 해당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
러한 역량들을 향상시기 위해 최근 대학에서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액
션러닝 등과 같은 교수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Chang, 2010). 특히, 액션러닝은 팀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해결역량과 팀 협동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액션러닝은 기업의 성과 창출 방법이자 인재교육 방법의 하나로 활발히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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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액션러닝의 핵심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보
다는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데에 있다. 액션 러닝의 가장 큰 가치는 구성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
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인지적 학습은 전통적 학습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해도
중요한 기술의 학습은 실습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는 책만 읽어도 알 수 있지만 게임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액션러닝을 활발히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는데(노혜란, 2007; 장경원, 고수일, 2013; 장경원, 박수정, 2011), 특히 경영교육의 대
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Pfeffer와 Fong(2002)은 MBA에 대한 비판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서 아무런 책임감을 주지 않는 전통적인 교수법의 대안으로서 행동 중심의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실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액션러닝
에 의한 경영프로그램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액션러닝이 경영학 분야의 연구주제이자 실천 방법이면서도 이를 경영학 교
육에 적용한 사례나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결과, 강의가 아닌, 실천 중심의 수업방식인
액션러닝으로 과연 이론과 실제가 강조된 경영학 분야의 학습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영학 교육에
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유재언(2012)에 의하면, 액션러닝은 이중 순환 학습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실제 상황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성찰과정을 통한 제2차적 학습이 발생하
여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액션러닝을 대학의 경영학 수업 중 하나인 조직행동론
에 적용해 봄으로써 첫째, 경영교육 방법론으로서 액션러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둘
째, 액션러닝의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액션러닝
이 경영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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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액션러닝의 특성

액션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실제 상황에서 실존하는 과제를 해
결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다. 액션러닝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학자마다 액션러닝의 구성요소를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Marquardt(2000)가 제안한 구성요소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다. Marquardt는 액션러닝의 주요 구성요소를 과제, 학습 팀, 러닝코치, 실행의지, 지식
습득, 질문, 성찰, 피드백, 러닝코치 등 여섯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여섯 가지의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액션러닝이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지만,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제와 학습팀으로, 액션러닝의 본질인 학습팀이 함
께 실제과제를 해결한다는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교육패러다임이 공급자중심의 교수활동으로서 교육훈련의 결과에 초점을 두
고 강사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면 액션러닝의 교육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의
학습활동으로서 교육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학습자의 학습활동까지 중요시한다. 교
육철학 또한 전통적인 교수방법들이 문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를 중요시하는 반면, 액션러닝은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가라는 입장에 기초해 있다(유영만, 1995).
액션러닝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액션러닝은 실제적 과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현장의 자료를 수집, 분석,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O'neil & Marsick,
2007). 즉,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 성찰을 하며 이를 기초로 학습하며
<표 1> 전통적 교육과 액션러닝의 비교
전통적 교육
액션러닝
교실 기반
과업 기반
개인 중심
집단 중심
투입지향
산출물 지향
소극적
적극적
과거에 초점
현재 및 미래에 초점
비용에 초점
효과에 초점
교수자 주도
학습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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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단계를 계획하고 다시 경험을 하는 순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
제해결에 참여하는 그룹의 구성원들은 현장을 이해하게 되며 문제해결능력과 협동능
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액션러닝방식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Cunningham(1999)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액션러
닝을 7가지 차원에서 구분하면서 특히,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액션러닝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및 사례방법(Case Method)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사례방법는 학습내용을 적용하여 실제사례를 분석하
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사례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에서 다른 학습
자들과 토의하게 된다(Hammond, 2002; Raymond, 1998). 문제중심학습은 교수자에 의해
개발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학습이 강조되지만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학습에 강조점이 있는 방법이다(장경원, 고수일, 2013).
구분
과제
(문제)
과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
(

강조점

<표 2> 액션러닝, 사례방법, 문제중심학습 비교
액션러닝
사례 방법
문제중심학습
◦실제 과제 (개인 혹 ◦실제 사례
◦실제적 문제 (교수
은 조직이 가지고
자가 학습목표를 달
있는 실제 문제)
성할 수 있도록 교
수자가 구성한 실제
혹은 가상의 상황
문제)
◦과제에 접근하는 프 ◦특정 이론을 학습한 ◦의사들의 임상추론
로세스를 한 가지로 후 이론을 활용하여 과정에 기반
한정하지 않음
실제 사례를 분석 ◦문제에 접근하는 프
또는 해석함
로세스를 제시함
◦학습보다는 과제해 ◦학습에 초점
◦문제해결 자체보다
결에 초점(그러나 ◦교실수업에서의 원 는 학습에 초점
인력 개발을 목적으 활한 토의를 위한
로 할 경우에는 학 학생들의 수업 준비
습에 더 초점을 둘 차원에서 사례분석
때도 있음)
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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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학 수업에서의 액션러닝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액션러닝은 최근 들어 공무원 교육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김형숙, 봉현철, 김봉광, 2007),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실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도 액션러닝이 적용되고
있다(봉현철, 김종인, 2003). 국내 대학에서 액션러닝에 보이는 관심은 늦은 경향이 있
지만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측면에
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학자들(Livingston, 1971; Minzberg, 2004)에 의하면 공식적인 경영교육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의 개발을 강조한다. 그러나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기술들의 개발에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는다. Livingston(1971)은 경영교육이 문
제발견, 구조화(framing), 전략화 및 변화실행 등의 기술을 포함한 폭넓은 시각을 가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Schoemaker(2008)가 지적했듯이, 경영은 패러독스와 모호성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므로 분석적 사고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고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영문제는 전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에서는 경영교육을 위한 액션러닝 사례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Dilworth(2010)는 13개 대학의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
데, 이들 중 경영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 사례들에 보
고된 과제들은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제공한 것, 대학 내의 다른 단과대학
에서 제공한 것,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이 제공한 것, 직장이 있는 학생 자신의
것 등 다양한 실제 과제들이다(장경원, 2013).
액션러닝이 기업의 실제 과제를 중심으로 하며, 과제의 해결안에 대한 성공여부를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액션러닝은 기업의 액션러닝과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액션러닝을 실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Naftalin(1996)은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학습자들이 액션러닝을 하나의 학습의 수단
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교수자에 의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제시되는 수
업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규명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과 자료
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액션러닝을 통해 문제해결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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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등교육에서의 액션러닝(Dilworth, 2010의 내용 정리)
대학/기관
프로그램의 특성
Rice University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8주 동안 액션러닝 프
Graduate school of
로젝트에 참여
management (미)
◦CEO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실
Fremont College (미)
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액션러닝 프로그램 운영
◦이론을 실제에 녹일 수 있도록 운영
Hult International Business
◦소집단이 실제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수 또는 외
School의 MBA 프로그램 (미)
부전문가가 코칭
◦School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SNRE)와
의

University of Michigan

미

Erb Institute ( )

의 The Technion Institute
이스라엘)

Haifa

of Management (

George Washington

미

University ( )

Georgia State

미

University ( )

University of Taxas,

미

Austin ( )

Master’s Project and the Ross Multidisciplinary Action

에서 two-real-world consulting projects 수행
◦35개 이상의 해외에서 액션러닝 프로젝트 경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사회적 기업가 활동, 환경 개발,
윤리적 기업경영, 문화규범과 관련된 과제를 다룸
◦비즈니스 코치와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모두 있음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액션러닝 프로그램이 Executive Leadership Prpgram(ELP) 박
사과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음.
◦Revans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구성된 액션러닝 프로그램
임.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중요하고 다양한 기업의 실제 과제를 다룸
◦고등교육에서의 액션러닝을 설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줌
◦School of Education과 School of Business가 협력 운영
◦교육대학과 경영대학의 두 학장의 동의를 토대로 협력하
였고, 액션러닝 프로그램이 협력의 토대가 됨: MHRDL
Project(MAP)

Program

◦학생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대학원생들이 일하고 있
는 조직의 과제로, 과제를 준 대학원생이 수행할 권한을
가진 것(대학원생이 과제스폰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 대
학원생은 러닝코치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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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Pike(1983)

McGill &
Beaty(1992)

Bourner,
Cooper &
France(2000)

노혜란(2007)

<표 4> 대학에서의 액션러닝 실행을 위한 제안
주요 내용
◦가까운 미래에 향상되어야 하는 조직의 전략과 관련되어야 함
◦참여자가 단지 코스의 구성원이 아니라 과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함
◦조사를 수행하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대학에서의 액션러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
-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액션러닝
- 학문지향적인 경영 강좌를 기업의 훈련 요구와 연계하는 액션러
닝
- 학부의 프로젝트 학습
- 교사교육의 협력 능력을 개발하는 액션러닝
- 평생교육 지원의 액션러닝
◦액션러닝이 적합한 강좌
- 경영학 이외의 폭넓은 강좌에 적용 가능
(경영학기반으로 소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전문성을 실습하는 강좌(직접적 경험 유도)
◦액션러닝을 위한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과제와 관련된 주요 스폰서 확보 및 연계 전략
◦과제 해결방법과 과제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개최
◦(온라인 공간 활용 시) 교수자와 팀 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정기
적 온라인 보고 및 피드백

못하고 이를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학습방법으로 받아들여 액션러닝에의 몰입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의 액션러닝은 성적이수(과목이
수)라는 평가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액션러닝에서 구체적으로 무
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셋째,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수자의 역할과 러닝코치의 역할
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액션러닝에 의해 수업을 할 때 교수자는 강의와 달리 좀 더 체계적인 접근과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며 교수자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액션러닝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액션러닝이 이
루어지기에 적합한 전공영역, 문제상황,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Pike(1983)는 학
생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문제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학습자가 단지 코스의 구성원이
아니라 과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cGill과 Beaty(1992)는 액션러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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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형태를 제시하였으며, Bourner와 그의 동료들(2000)은 액션러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공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경영학 이외의 폭넓은 강좌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노혜란(2007)은 액션러닝이 이루어지 위해 사전준비워크
숍, 과제와 관련된 주요 스폰서 확보 전략 등 액션러닝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대학에서 액션러닝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이 수업을
액션러닝으로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장경원, 2011 재인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수업사례는 전북대학교 경영학부에서 2010년 1학기에 이루
어진 내용이다. 수강생은 총 2개 분반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36명, 24명으로 총 6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이들 가운데 남학생은 38명, 여학생 22명이었다.
2. 수업설계

과목특성과 액션러닝 도입배경
조직행동론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학 전공 학생뿐 아니라 다른 전공학생들도
수강을 선호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
는 학문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학
습함으로써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학습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자존감 등 개인특성에 대한 이해, 학습, 동기부여,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등이다. 즉, 학습자가 조직 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이 과목의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이론이나 지식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이해하
고 배운 지식을 기초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액션러닝이 실제문제를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학습과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 이러한 교과의 궁극적 목표는 액션 러닝 방법이 내재하는 본질적 철학과 그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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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과정
조직행동론은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매주 3시간 가운데 2시간은 교과목 내용에 대
한 강의 및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1시간은 액션러닝 과제를 다루었다. <표 5>는 학기
중 액션러닝으로 진행된 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주차는 15주에 걸쳐 이루어진 수업 중
해당 단계가 이루어진 주차이다.
2)

<표 5> 액션러닝 운영의 기본 단계
주차 단계
주제
주요 내용
액션러닝의 ◦액션러닝의 개념 및 진행방법 소개
1
1
개요 소개 ◦액션러닝 과제 소개 및 예시
액션러닝의 ◦팀 학습 기술: 팀 빌딩, 경청 및 칭찬 기술, 질문기술,
2
2
기초
회의운영기술, 성찰 기술 등
빌딩(팀 그라운드 룰 제정)
팀편성 및 ◦팀
3
3
◦팀
편성, 연구대상 및 주제 선정: 액션러닝 주제선정
과제선정
의 적합성 검토
◦연구대상 조직에 대한 현장 방문(관찰, 인터뷰, 설문
자료
수집
및
4~5
4
조사 등)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원인분석
6~7
5
해결방안 모색 ◦현장 활동 및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해결방안의 ◦제시된 해결방안의 현장 적용 또는 해당조직의 책임
9~11
6
적용
자로부터의 피드백
대안 제시
12
7
최종 저널 작성 ◦최종
◦액션러닝 활동에 대한 종합성찰
◦참가자들의 학습과정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
13
8
보고서 발표
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 및 논의

액션러닝에 의한 수업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 1, 2주차에는 수업진행 방식
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소개를 한 후 효과적인 팀 학습을 위한 팀 학습 기술에 대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팀 구성은 과
제의 난이도와 무임승차자 문제 등 팀 효과성을 고려하여 팀당 4~5명으로 구성하였
다. 팀 구성원간 이질성은 팀의 효과성과 상호학습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 수업에
서는 학습자들이 1주차 수업에서 조사한 성격테스트(DISC)와 학년, 성별, 경영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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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경영학 과목 이수 정도 등에 따라 학생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팀을 구
성하였다. 각 팀의 장을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였지만, 그 외에 기록자는 돌아가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 학기동안 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라운드 룰(팀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 팀 이름과 팀 구호
를 만들고 팀워크를 만들기 위한 팀 빌딩 활동을 권장하였으며, 그 자료를 온라인 커
뮤니티에 올리도록 했다.
팀 빌딩을 마친 후, 팀별로 과제선정이 이루어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분석을 위
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 과목의 특징상, 액션러닝의 초점은 특정 조직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에 있다. 따라서 먼저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문제점 및 원인분석
이 이루어지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
종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관련 이론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
루어진다.
학생들이 해결한 과제
학습자들의 액션러닝 과제 목표는 어느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행동론의 핵심주
제인 동기 또는 리더십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액션러닝은 실제적인 문제를 선정하고 이의 해결책
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대상조직은 회사가 바람직하나 학생
들이 쉽게 접촉이 가능한 동아리 등도 가능하였다. 일반 기업과 달리 학생들이 수행할
과제는 첫째, 과제 성과의 효과보다는 강의의 핵심이 되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
며, 둘째,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 셋째,
학생들이 팀 활동에 의해 3개월 내에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져야 하
며, 넷째, 과제가 교실에서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실용성을 가져
야 한다.
과제선정의 최종 판단은 교수자의 역할이다. 학습자들이 과제의 대상 및 목표를 과
제기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교수자는 이에 대해 과제의 범위 및 목표가 적절한지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적절한 질문과 코치를 통해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방대할 경우, “그 가운데에서 가
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등
의 질문을 통해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축소하였다. 반면, 과제의 수준이 너무 낮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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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1
2
3
4
5
6

<표 6> 팀별로 수행한 액션러닝 과제 예시
과제명
연구대상
판매원의 몰입도 증대
홈플러스 판매원
구성원 간 유대강화
동아리 ‘신명’
직원 동기 향상
롯데리아 덕진동 지점
의사와 간호사간 갈등해소
A병원
하나 되는 경제학부 학생회
경제학부 학생회
동아리 활성화
자원봉사단 ‘Sunny’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측면은 없을까?”, “또 무엇을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 난이도를 적절하게 높였다. 예컨대, <표 6>의 ‘종업원 몰입도 증대’
의 경우, 학생들이 처음 제시한 과제범위는 홈플러스 종업원의 몰입도 향상방안‘이었
다. 그러나 ‘종업원’이란 대상은 과제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넓은 범위이기에 좀 더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종업원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종업원은 누
구인가요?”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판매직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코
치하였다.
교수자의 역할
액션러닝 수업에서 교수자는 러닝코치(Learning Coach)의 역할을 한다. 러닝코치로서
의 기본적인 역할은 공동학습자의 역할이다. 과제의 주제와 범위 선정을 도와주고, 학
습자들의 문제해결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살펴야 한다. 즉, 교수자는 촉진
자 내지는 공동학습자로서 학습자와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이러
한 역할은 수업시간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웹을 통하여 학습
활동을 실시간 내지는 비실시간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업에서도 액션러닝
과제 수행의 주체는 학습자이며, 교수는 단지 과제 진행상 조언자, 관찰자, 촉진자 등
의 역할 수행자임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및 의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교수자 외에도 대학원생 또는 이전 학기에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또는 외부인을 코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교수
자가 단독으로 러닝 코칭을 했으며, 정규수업 외에도 2-3차례 개별 미팅을 통해 학생
들의 과제 진행을 도와주었다.
러닝코치로서의 교수자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
는 질문자이다. 교수자는 정답을 주기 보다는 질문을 통해 문제가 수반하는 여러 측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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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제의 범위를
조정할 때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할 때
탐색이나 분석을
촉진할 때
성찰과 새로운 시각을
촉진할 때
과제 마무리 이후의
성찰

<표 7> 수업 중 활용한 질문의 예
질문
·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요?
· 여러분이 성취할 일은 무엇이죠?
· 그것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것은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만일 ...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 과제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나요?
· 이 과제를 다시 시작한다면 바꾸고 싶은 점은 없나요?

을 조명하고 해결안을 찾는 데 필요한 지식의 핵심요소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
요하다. 즉, 과제 수행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교수자가 가르치거나 지시를 하기보
다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코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
지어 팀 빌딩과정에도 교수자의 질문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컨대, ‘과제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이 팀의 강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팀 구성원들의 팀 몰입을 환기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를 촉진시키는 교수자의 개방
적 태도 역시 중요하다. 이 수업에서도 교수자는 답을 유도하는 유도질문이나 ‘예’,
‘아니오’로 답하는 폐쇄형 질문이 아닌, 사고와 관점을 넓히고 깊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데에 주력했다.
발표 및 평가
팀에서 제안한 해결안은 과제 대상 조직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과제를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것과 실제 관련자에게 발표
하는 것은 과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액션러닝 과제가 실제 문제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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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것인 만큼 결과물도 과제 관련자에게 제시하여 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피드백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팀도 있었고 녹취하거나 동영상으로 담아온 팀들도
있었다. 발표는 팀당 20분간 했는데, 전원이 돌아가면서 발표했으며 순서는 당일 무작
위로 선정했다.
팀 활동을 하게 되면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와 팀원들 각자의 공헌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구성원들의 공헌도에
따라 점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공헌도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교
수자가 팀에 부여된 점수를 배분하였다. 팀내의 무임승차 생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팀원끼리 상호간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이를 개별 학점평가에
반영하였다.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의 질과 발표 외에도 성찰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다.
팀 활동은 교실을 떠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수자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현
장 활동을 한 후에 반드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
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팀 활동 후 포스트잇을 이용해, 느낀 점, 배운 점, 실천사항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각자 쓴 후, 그날의 기록자가 성찰일지에 5줄 정도로 요약하도
록 지시하였다. 팀이 작성한 성찰 외에도 각자가 제출한 성찰저널은 개인의 평가에 반
영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수업에서의 액션러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을 분석하였다. 성찰은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행위에 대해 그것의 원인
이나 궁극적인 결과를 적극적이고 끈기있고 주의깊게 고려하는 것으로(Dewey, 1933),
Dewey(1933)는 성찰을 통해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갖는 단편적인 시야 즉 문제 해
결에 대한 좁은 시야를 자유롭게 해주어 여러 범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범위와 대응책을 살피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성찰내용을
분석하면 학습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노원경, 2007; 최정임, 2007). 학습자들의 의미있
는 학습을 위해 과제해결이 끝난 후 학습자들에게 A4 1페이지 분량의 성찰저널을 작
성하게 하였다. 성찰저널을 작성할 때는 크게 두 개의 질문에 답하게 했는데, 질문은
1)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2)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다. 60명의 학생들
이 성찰저널을 제출하였고, 이 중 두 질문에 모두 답한 56명 학생의 성찰저널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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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성찰저널의 내용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도구인 NVIVO 9.0을
사용하였다. NVIVO는 질적 연구시 자료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연
구자는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의 내용을 읽으며 키워
드들을 도출하고, 도출한 키워드들로 유목화된 해당 내용들을 손쉽게 정리, 확인할 수
있다. NVIVO 9.0을 활용하여 성찰저널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먼저 성찰저널 내용에 담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키워드 도출 작업은 연
구자 2인이 분석대상 성찰저널 56개 중 10%에 해당하는 6명 학생의 성찰저널을 함께
읽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성찰저널을 읽으면서 ‘수업에서 배우
고 느낀 것’에 대한 성찰에서 20개, ‘실천할 것’에 대한 성찰에서 15개의 키워드를 도
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자 2인이 각자 성찰저널을 읽으면서
도출된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코딩하였으며, 선정한 키워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는 연구자들이 상의하여 ‘수업에서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한 키워드 6개,
‘실천할 것’에 대한 키워드 3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코딩된 문장들을 데이터베
이스로 정리한 후 내용이 적절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워드와 관련 내용
분류의 적절성 여부를 연구자 2인이 다시 검토하였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논의를 통
해 수정 보완하였다. 넷째, 도출된 키워드들의 속성에 따라 키워드들을 유목화하고 각
유목을 대표할 수 있는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수정 보완 후 분류된 내용을 빈
도로 산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학습자들이 과제해결 후 작성한 성찰저널은 ‘수업에서 배운 것’과 ‘수업 후 실천할
것’이다. 두 질문에 대해 답한 성찰저널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업에서 배우고 느낀 내용

학습자들의 성찰저널을 분석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26개의 소주제로 구
분, 정리되었다. 26개의 소주제 중 학생들의 성찰저널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5가지
는 리더십(9.2%), 문제해결프로세스(6.4%), 팀원들과의 의사소통(6.4%), 팀활동의 중요성
(6.4%), 이론과 실제의 연계(6.1%)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두 본 교과목의 주요 학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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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업에서 배운 것에 대해 작성한 성찰저널 분석 결과
합계비율
내용
빈도 비율
총빈도
(%)
(%)
팀원들간의 의사소통
21
6.4
팀활동의 중요성
21
6.4
팀원간의 결속력
20
6.1
팀활동
팀활동의 어려움
15
4.6
106
32.3%
팀원의 역할
15
4.6
팀원들로부터 배움
11
3.4
좋은 친구를 얻음
3
0.9
이론과 실제의 연계
20
6.1
조직의 특성-복잡성
19
5.8
학습내용
인간관계와 갈등
11
3.4
(조직행동론
104
31.9%
동기
9
2.7
교과관련지식)
의사소통
15
4.6
리더십
30
9.2
문제해결프로세스
21
6.4
목표설정의 중요성
5
1.5
의사결정의 어려움
11
3.4
문제해결
현장의견의 중요성
8
2.4
78
23.8%
어려움극복
14
4.3
성취감/자신감
12
3.7
실천(실행)
7
2.1
경험의 중요성
11
3.4
피드백의 중요성
15
4.6
중요성(교수님의 질문) 4
1.2
학습방법 질문의
40
12.2%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
2
0.6
프리젠테이션
2
0.6
성찰
6
1.8
합
328
100%
328
100%
*복수응답, 전체응답자수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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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포함된 것으로 리더십,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팀 활동의 중요성 등은 학습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문제해결프로세스, 이론과 실제의 연계는 과제해결 중심이 된 수업 방
법과 관련된 것이다.
26개의 소주제는 4개의 대 주제로 유목화할 수 있는데, 팀활동에 대한 것, 학습내용
(조직행동론 교과관련 지식)에 대한 것, 문제해결에 대한 것, 그리고 학습방법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4개의 대 주제가 전체 성찰저널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32.3%, 31.9%, 23.8%, 12.2%로 팀 활동에 대한 것과 학습내용(조직행동론 교과관련 지
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교과가 아닌 체험학습을 액션러닝으로 운영한 선
행연구(장경원, 박수정, 2011)에서는 학습방법에 대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체험학습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 진 것이라 새로운 학습방법이 학습자
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지만 한 학기동안 액션러닝이 이루어질 때는 팀활동이 많이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팀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팀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팀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
했다는 것은 학습내용에 대해 학습한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내용을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팀활동
학습자들은 팀활동(32.3%)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팀활동에 포함된 소주제를
살펴보면 팀원들간의 의사소통(6.4%), 팀활동의 중요성(6.4%), 팀원간의 결속력(6.1%),
팀활동의 어려움(4.6%), 팀원의 역할(4.6%), 팀원들로부터 배움(3.4%), 좋은 친구를 얻은
것(0.9%)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었다. 학습자들은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면서 서
로 의사소통을 잘 하고 협력하고 팀 내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로부터 배움이 일
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학습하였다. <표 9>는 팀활동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조직행동론은 리더십, 동기유발 등에 대한 이론의 습득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실행
이 중요한 과목이다. 실행을 위한 역량은 관련 이론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습득하기 어
렵고, 실제 경험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다. 액션러닝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목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
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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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팀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팀원들간의
의사소통

팀활동의
중요성

팀원간의
결속력

팀활동의
어려움

팀원의
역할

팀원들
로부터
배움
좋은
친구를
얻음

◦ 시작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서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친해져 자신
의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바트는 우리를 처음에 많이 어려워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는 팀원들의 자세 덕분이었다. 어눌하고 서툴게 한국말을 하
는 바트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 과제 진행과정에 대한 정의와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
과 이해 및 신뢰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팀원들의 효과적 상호작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이 끝났을 시점에는 과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상호간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가속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1人1色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내 놓다보니 모르고 있던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저희조의 과제해결 솔루션으로 나왔던 캔미팅이나 쌍쌍축구처럼 제가 모르고 있던 것,
또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미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조별활동을 통해 더 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처
음 하는 조별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융화하는 방법을 배웠고 타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배
웠습니다. 또 처음해보는 발표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비
록 저는 수업을 열심히 받지 않았기에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책에
도 나오지 않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조직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
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이끌어가는 리더 외에 그 조직원간의 서로에 대한 배
려와 이해 또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 피그말리온 팀을 만나서 학기 초반에 있어서 학습내용과 팀 과제에 대한 내용보다 팀의 분위기와 커
뮤니케이션, 화합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표 하나를 만들더라도 서로 보여주고 어떠하냐? 고칠점 없냐?라며 서로 격려하고 파이팅했다.
◦ 우리 조의 막바지의 고난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혼란 기간 동안 주제를 새로 선정하
고 인터뷰를 새로 계획하면서 만들어진 조원간의 갈등,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 리더십의 문
제 등 교수님과의 면담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상황은 그 당시의 우리 팀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위
기를 경험했는지 자명하게 보여준다.
◦ 4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의견충돌이 정말 많았다. 적절한 의견조율과 타협을 통해 결
정한 ‘아름다운 가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각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절충
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층 더 나아가 수용의 자세를 배웠다.
◦ 팀별 과제수행을 위해 모임을 가질 때, 얼마만큼 내게 주어진 과제배당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과제 수행 정도가 달라지고, 참여도 또한 달라짐을 배우게 되었다.
◦ 조 선정에서부터 인터뷰, 이론 정리, 해결부분, 피드백까지. 조원들끼리 서로의 시간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었다. 서로의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 시간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팀 활동에 많은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나’만을 생각하
는 것이 아닌 나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고 내
가 조금만 더 희생한다면 함께하는 일들이 더 원활히 진행되어 보다 더 많은 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 조 모임을 가지는 동안 조원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조원들
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병철이는 시간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녀석이다. 자료수집이나 인터뷰녹음을 한글로 작업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요청한 시간 이전에 말끔히 끝내서 준비시켜 주었다. 시험이나 과제가 있을 때 항상 제출날
짜나 시험일에 다가가서 급박하게 준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 이렇듯 조원들
에게 배울 점이 있다 보니 난 조원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 수월하게 발표준비도 하고 마
음 편히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과제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공부도 기업도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체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한 학기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 먼저 AL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얻은 것도 좋지만 너무 좋은 사
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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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에는 조직행동론 교과목에서 학습해야 하는 학습내용들
이 실제 사례 및 자신들의 느낌과 함께 제시되었다(31.9%). 구체적인 소주제를 살펴보
면 이론과 실제의 연계(6.1%), 조직의 특성-복잡성(5.8%), 인간관계와 갈등(3.4), 동기
(2.7%), 소통(4.6%), 리더십(9.2%)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에서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이해
한 조직의 특성을 요약하면 ‘조직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소통, 배려, 조직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이 발휘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0>은 학습내용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2)

문제해결
학습자들은 문제해결(23.8%)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문제해결에 포함된
소주제를 살펴보면 문제해결프로세스(6.4%), 목표설정의 중요성(1.5%), 의사결정의
어려움(3.4%), 현장의견의 중요성(2.4%), 어려움 극복(4.3%), 성취감/자신감(3.7%), 실
천(실행)(2.1%)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학습자들은 이 수업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했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목
표설정, 현장의견수렴, 실천, 의사결정의 중요함에 대해 학습하였다. 학생들에게 주어
진 과제들은 모두 간단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과 깊은 분석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과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
을 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은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
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3)

학습방법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의 내용 중 학습방법에 대한 것은 12.2%로 팀활동, 학습
내용, 문제해결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요한 학습방법들을 학습했다고
제시하였다. 학습방법에 포함된 소주제를 살펴보면 경험의 중요성(3.4%), 피드백의 중
요성(4.6%), 질문의 중요성(1.2%),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0.6%), 프리젠테이션(0.6%), 성
찰(1.8%)이다. 액션러닝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 중 한 가지는 질문․성찰․피드백이다
(Marquardt, 2000). 따라서 학생들이 그들의 성찰저널에 질문, 성찰, 피드백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이 수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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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의
연계

조직문제의
특성
-복잡성

인간관계와
갈등

동기

의사소통

리더십

<표 10>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 이처럼 우리가 책에서만 배우고 강의실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외웠던 이론
들은 실전에서는 적용하기 훨씬 어려운 것이었고, 이를 단순히 머리가 아닌 체
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실전 경험이 더욱 몸소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특정이론이 그 이론과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
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본인들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직 시스템을 변화하려 한다는 사실
이 큰 반발을 산 듯합니다. 때문에 다른 조직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접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처음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
꼈습니다.
◦ 애초에 A사와 B대학, 두 조직관계에서 원초적인 문제해결에서 접근을 하려했으
나 그것은 조직 간의 문제점이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뿐더러
양쪽의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문제점 해결이 현실에서는 생
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그 과정 또한 오래 걸리며 단순히 이론에 대입하고 적
당히 그 이론에 맞는 해결책 제시는 어찌 보면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습
니다.
◦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히 사람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상하관계의 갈등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
급의 직위나 위치에 있더라도 보험회사라는 영업직의 특성상 실적을 바탕으로
위계질서가 새로이 정립되고 수평적 갈등이 수직적 갈등보다 크다는 사실을 새
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익숙
하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동기가 있고, 그러한 동기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기라는 것은 여럿이 하나로 모여 조직이나 단체가 되기 이전 개개인의 입장
에서만 볼 때도 목표의 성취를 위해 발현되어야 할 요소이고…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과 그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다. 먼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
견을 조정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 리더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리더십을 계속 변화시켜 보고 조직 내의 반응과 나
아진 점, 나빠진 점을 살펴본 후 가장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한 리더십을 찾아
내어 그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좋은 리더십이란 어떤 유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조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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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문제해결
프로세스

목표설정의
중요성

의사결정의
어려움

현장의견의
중요성

어려움 극복

성취감
자신감

/

실천(실행)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발생한 곳에서부터 천천히 되새겨 보고 이해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두 번째 면담 당시 교수님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우
리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일을 착수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얻었
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직접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먼
저 사건 발생의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해결방안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
건이었다.
◦ 이번 과제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 2차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1차적 사고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번 과제에서 한 번 의 고
비가 있었다. 원인분석에서 틀에 있는 3차적 원인까지 적고 우리는 그것이 근본원인이라
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 우리가 올바르게 해내지 못했던 ‘명확한 목표세우기’를 토대로 수업시간에 배웠던
‘Goal-Setting’이 왜 명확하고 단순해야 하는 것인지 한 달 동안 모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기도 했다.
◦ 4학년인 나에게 아직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나도 하루 발리 목표를 설정해
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고 막막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씩 천천
히 해 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고궁
과 산학협력생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데 갈등이 많았는데, 한 명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2~3명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항상 있었다.
◦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찾고 그 이론에 맞게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경험해보면서, 간접체험 그리고 앉아서 배우는 지식과 차이가 많다는
것 또한 느꼈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많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직접 속해보거나 속해 있는 사람을 접촉해보며 실질
적으로 자신이 느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사장님의 사업상 경영철학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실제 현장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
다. 또한 경영학을 공부는 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은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에 현장 조
사에서 많이 보고 배워가려고 했다.
◦ 사실 우리 조에게 이 역경의 시간은 쓰디쓴 시간이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 준 고마운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가 투자했던 노력과 시간이 기대했던 결과물
로 돌아오지 않아서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에 무너지지 않고 힘을 합쳐서 이겨냈을 때는
짜릿한 성취감과 함께 팀원들간의 강한 결속력을 얻을 수 있었다.
◦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극복 가능한 장애물은 오히려 그 과제를 해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motivation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 힘을 합쳐서 이겨냈을 때는 짜릿한 성취감과 함께 팀원들간의 강한 결속력을 얻을 수 있
었다.
◦ 생각했던 만큼 좋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동아리가 개선돼 나가는 모습을 보
니 정말 뿌듯했다.
◦ 학생회 간부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몇 가지 대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
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까? 이행이 된다면 학생회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
렇듯이 좋은 일인 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동아리가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고, AL활동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게 해준
다는 점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인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 709 -

장경원․고수일(2013)

하며,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기대한 만큼 충분한 학습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는 학습방법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경험의
중요성
피드백의
중요성
질문의
중요성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
프리젠
테이션

성찰

<표 12>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이론이 실무에 다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양한 조직 내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얻는 노하우가 최선인 것 같다.
◦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끔은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조별모임을 수시로 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
로 나아가기 전, 조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 동기부여, 커뮤니케
이션, 경청, 피드백 등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피드백의 중요성. 우리들끼리 대안을 도출하고 고궁사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피
드백을 받았을 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셨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 또한 우리의 과제가 최종 완성되고, 결전의 날에 발표를 한 그 날 교수님과 학
생들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말 배운 것이 많다.
◦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그냥 친밀도에만 있을까?” 나는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때서야 우리가 정작 중요한 근본 원인에 접근
하지 못하고 이전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을 알았다.
◦ 이번 AL을 통해 전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
Question mark 를 생각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 흰머리가 더 늘어날까 하는 걱정
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인드맵입니다. 수업자체도 대단히 흥미로웠고 마인드맵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던 발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때 현재 상황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 내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정말 독특한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형식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얼마나 전달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이 수업과 AL활동을 통해 배운 것은 성찰의 중요성이다. 조직 내에서 문제와 갈
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조직일 것이다. 문제와 갈등을 덮고 지나가
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나와 구성원 모두가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
를 해결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성찰의 과정을 내 삶까지 확대시킨다면 더욱
좋을 듯하다. 성찰을 통해 내가 잘한 일은 더욱 북돋아 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
면 고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듯하
다.
◦ 이번 팀 과제를 통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분배의 중요성, 관계형성의
깊은 의미, 리더십의 중요도, 피드백 효과, 겪어보기의 중요성, 제대로 성찰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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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저서 Action learning: New techniques for management에서 L=P+Q
(Learning=Programming+Questioning)라는 공식을 소개하였다. 이후 이 공식은 Marquardt에
의해 L=P+Q+R (Learning=Programming+Questioning+Reflection)로 확장되었다(Marquardt
et al., 2009). 프로그램화된 지식에 질문과 성찰 활동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학습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에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
한 실제와 이론을 연계하여 이해한 내용,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성찰과정에
서 배운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 팀 활동과 질문, 성찰, 피
드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흔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액션러닝이 매
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evans(1980)

2. 수업 후 실천할 것

학습자들의 성찰저널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앞으로 실천하겠다고 작성한 내용은
<표 13>에 제시된 것처럼 18개의 소주제로 구분, 정리되었다.
18개의 소주제 중 학생들의 성찰저널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5가지는 리더십 발
휘하기(12%),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9.9%), 문제해결하기(9.9%), 아이디어 도출 및
수렴하기(9.9%), 주위사람과 자신 격려하기(동기부여)(9.1%)에 대한 것이다. 다섯 가지
주제 중 리더십 발휘하기, 문제해결하기, 주위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는 <표 8>에 제
시된 배우고 느낀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리더십(9.2%), 문제해결프로세스(6.4%), 팀
원들과의 의사소통(6.4%)과 일치한다. 학습자들의 학습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8개의 소주제는 3개의 대주제로 유목화할 수 있는데, 문제해결, 타인과의 관계, 자
기개발로 나누어진다. 3개의 대주제가 전체 성찰저널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43.7%, 43.7%, 12.7%로 문제해결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
다. 문제해결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표 8>에 제시된 배우고 느낀 내용 중 많
은 부분을 차지한 팀활동(32.3%)과 문제해결(23.8%)과 일치한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
찰내용을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실천할 사항을 작성한 내용 중 문제해결에 대한 것은 43.7%로
문제해결하기(9.9%), 문제분석하기(5.6%), 체계적으로 자료수집하기(1.4%), 아이디어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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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수업 후 실천할 것에 대해 작성한 성찰저널 분석 결과
합계비율
내용
빈도 비율
총빈도
(%)
(%)
문제해결하기(어려움극복하기)
14
9.9
문제분석하기
8
5.6
체계적으로 자료수집하기
2
1.4
아이디어 도출 및 수렴하기
14
9.9
문제
62
43.7
해결
내 의견 명확히 표현하기
5
3.5
자기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7
4.9
피드백제공하기
5
3.5
성찰하기
7
4.9
리더십 발휘하기
17
12.0
주위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12
8.5
타인
과의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14
9.9
62
43.7
관계
타인의 의견듣기
6
4.2
주위사람과 자신 격려하기(동기부여)
13
9.1
목표수립하기
9
6.3
실천계획세우기
5
3.5
자기
다양한 경험하기
2
1.4
18
12.7
개발
봉사활동하기
1
0.7
긍정적인 태도 갖기
1
0.7
합
142
100
142
100
*복수응답, 전체응답자수 56명

출 및 수렴하기(9.9%), 내 의견 명확히 표현하기(3.5%), 자기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
기(4.9%), 피드백제공하기(3.5%), 성찰하기(4.9%)이다. 학습자들은 액션러닝 과정에서 학
습한 문제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 아이디어 도출 및 수렴방법, 성찰방법 등을 활용하
여 향후에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표 14>는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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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 어떤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문제해결하기 ◦ AL의 경우 문제를 일방적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극복하기)
사람들이 참여해서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
문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조직생활을 해나갈 사람으로서 문제점 없는 조직이 없듯 원인 없는
문제도 없다는 생각으로 원인 찾는데 그동안 배운 갖가지 이론(동기
문제분석하기
부여, 욕구, 기대)을 접목해서 생각하겠습니다.
◦ 제가 학습한 2차적, 3차적 사고하는 방법을 모든 일상에 적용할 것
이다.
◦ 과제를 수행할 때, 단순히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
자료수집하기
고, 관련된 일을 직접 겪어 보고나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 과제를 수
행하면서 좀 더 심도 있고 창의적인 과제를 완성하도록 할 것이다.
◦ 포스티잇을 활용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 생각지도
아이디어도출
못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도
및
해야겠다.
수렴하기
◦ 비록 개개인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action learning을 통해 정말 원
하는 정보만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아이디어가 도저히 나오지 않
을 때, ppt를 만드는데 각자 맡을 부분을 분배할 때 활용할 것이다.
◦ 나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확하고 적당한 성량으로 나
내 의견
를 표현할 것이다. 이점은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다른 조모임을 가
명확히 표현하기
진다고 할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역할을 ◦ 앞으로의 팀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속할 조직체에서 ‘나 하나쯤이
책임감있게
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성
수행하기
실히 수행할 것이다.
피드백
◦ 또 다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민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피
제공하기
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 이제 어디든, 어느 상황에서든 성찰을 통해 보완을 해 나가는 자세
성찰하기
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이다. 이로써 더욱 발전한 내가 될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실천할 사항을 작성한 내용 중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43.7%로 리더십 발휘하기(12%), 주위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8.5%), 타인을 이해하고 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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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9.9%), 타인의 의견듣기(4.2%), 주위사람과 자신 격려하기(9.1%)이다. 학습은 학
습내용의 습득을 넘어 이를 실제에서 활용, 실천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
(Brinkerhaff & Gill, 1994). 즉, 학습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진 학습이 의미있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타인과의 관계에 속한 내용은 모두 조직행동론 교과목
에서 주요하게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학습한 내용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션러닝을 활용함으로서 의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표 15>는 타인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리더십
발휘하기
주위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타인의
의견듣기
주위사람과
자신 격려하기
(동기부여)

<표 15>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 이번에 마케팅 공모전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팀의 리
더가 되어 일정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팀원들의 참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어 꼭 멋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싶다.
◦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대화’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존
재하고 있는 조직들. 가족, 친구모임, 학교에서 짜주는 조모임 그리
고 향후 내가 들어가 직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은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다.
◦ 나는 현재 많은 조직에 몸담고 있다. 조기축구회 총무, 아름다운 동
행2기 1팀장, 해외봉사단 팀원, GTEP 팀원. 4개의 조직에는 각각 갈
등이 존재하지만 내가 배운 걸 떠올려보면 ‘서로에게 맞춰가기’를
통해 갈등을 잘 해결하고 싶다.
◦ 내 말에 대한 의견이나 큰 동조가 없어도 경청해주고 고개를 끄덕이
는 표현만으로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 이것을
우리가 무거운 주제의 대화를 하게 되었을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
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잘 해줄 것이다.
◦ 팀 활동을 할 때 조원들을 칭찬과 격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중간성찰저널을 쓸 때까지만 해도 동기가 확실히 부여되지 않아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과제
인지 항상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된다.’라
는 생각은 동기가 약한 상태에서 좋은 주문임에 확실했다. 앞으로도
나 스스로를 격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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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실천할 사항을 작성한 내용 중 자기개발에 대한 것은 12.%로
목표수립하기(6.3%), 실천계획세우기(3.5%), 다양한 경험하기(1.4%), 봉사활동하기(0.7%),
긍정적인 태도 갖기(0.7%)이다. 학습자들은 실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
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 역시 액션러닝을 통해 의
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6>은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성찰저널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3)

목표
수립하기

실천계획
세우기

다양한
경험하기
봉사활동하기
긍정적인
태도 갖기

<표 16> 자기개발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내용 예
◦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는 나를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만든 이번 일을
통해서 목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목표는 뚜렷하고, 명확하며 최대
한 간단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루의 목표를 세
울 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언제나 목표가 뚜렷하고 그를 향해 진보
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한다.
◦ 내가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빨리 정하고 민범이처럼 나
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자투리 시간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공부 할 계획이다.
◦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자!’ 라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어떻게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해본다. 예를 들어
모스마스터 자격증 나머지 두 개 따기, 한 곡 완벽히 연주 가능할
때까지 기타연습,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다지기(다이어트) 등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를 이뤄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홀히 넘어가는 것이 아닌 매 순
간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여 나의 꿈을 이룰 수 있
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 단순히 학과 공부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나쳐 버리기 보다
는 순간순간 열심히 경험하도록 할 것이다.
◦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간을 맞춰 가면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끈기와 positive mind를 심어준 조원들 덕분에 과제를 즐겁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어떤 장기적이고 어렵고 지
루한 과제를 수행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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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의 현업적용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이의 핵심요소인 실생활 중심의
과제접근, 경험을 통한 동기향상 접근, 협력학습을 통한 집단접근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Baldwin & Ford, 1988). 액션러닝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저널 내용으로부터 학생들의 전이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액션러닝이 경영학 분야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적절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영학 수업에 액션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적용 후 교육효과를 분
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조직행동론의 수업 설계 및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자는
자존감, 학습, 동기부여,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학습해야 하
는 조직행동론 수업을 액션러닝으로 설계 운영하였는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다룬 과제는 판매원의 몰입도
증대, 구성원간 유대강화, 직원 동기 향상, 의사와 간호사간의 갈등해소, 하나되는 경
제학부 학생회, 동아리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의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팀별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해결프로세스를 설계하
여 운영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을 제시하여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과 학습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들은 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학생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수업, 사회기여와 연계되는 수업, 경험을 통한 지
적 성장을 도모할 수업을 하고자 할 때 액션러닝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한
다(고은현, 2013). 이 수업 역시 학습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목적에 따라 액션러닝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액션러닝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 교육 중 실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가능
성,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의 요소가 충족되어야(Marquardt, 2004)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수자의 전문적인 도움과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제시된 수업
사례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제시했으며,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
합한 프로세스를 설계, 활용하였다. 이는 본 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으로, 액션러닝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수업운영 능력 및 질
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장경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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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액션러닝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액션러닝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액션러닝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은
팀 활동, 조직행동론에 대한 내용지식, 문제해결, 학습방법에 대한 것이다. 조직행동론
에서 중요하게 학습해야 하는 내용은 조직문제의 복잡성, 인간관계와 갈등, 동기, 의사
소통,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학습팀원들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교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주요 내용을 의미있게 학습했으며, 작은 조직인 팀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팀 활동과 문제해결, 그리고 이후에도 자
신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액션러닝이 지식과 경험
의 통합이 강조된 경영학 교육 방법으로서(Pfeffer & Fong, 2002)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액션러닝으로 이루어진 수업 이후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실천할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타인과의 관계, 자기개발을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업적용도
및 전이와 연결할 때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이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으며, 학습 후에 실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션러닝은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영학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이며, 나아가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필
요한 교수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교과목에 대한 사례연구로 경영학교육 더 나아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액션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보
다 다양한 교과목에서 사례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수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교수설계, 분석,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액션 러닝에 대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델이 학교 수업에 있어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액션러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념이 필요하다. 많
은 학생들은 이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액션러닝의 필요성
과 학습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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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액션러닝에서는 코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경험과 문
제해결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적절히 리드해나가기 위한 코
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코치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질문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능한 범위에서 액션러닝 수업을 보조해줄 보조코치를 확
보하거나 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 이전학기에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보조코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 각 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한다면 수강인원
이 많은 경우라도 수월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규칙적인 상호작용과 모니터링은 액션러닝 과정에서 중
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의 면담시간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학습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과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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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action learning for business class:
effectiveness analysis of reflection paper
Kyungwon Chang (Kyonggi University)

†

Sooil K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management education is practical one that teach students how management
principles are appropriately applied to the real organization so that the organization could
operate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us, lecture-oriented and cramming education has
limited to improv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apabilities of the learner. Action learning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approaches of manage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that management is a practical science. This study analyzed a clas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onducted in action learning and identified how to conduct a class in
action learning and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Each learning team challenged to solve a
problem of an organization and learners wrote in a reflective journal what they learned from
the experience. Learners' reflective journals were analys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experienced various effects of action learning, such as team working, majors topics of
organizational behavior,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asks. Second, they
reported also that they would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class such as problem-solving,
relationship with others, in real life. This reveals that the spillover effects of this class can be
expected to be very large. So we can conclude that action learning can be a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business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difficulties
and problems during the action learning process. So,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 of it were
provided.
Key words : management education, action learning, organizational behavior, reflectiv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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