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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learning organization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selection criteria and
essential elements of knowledge translation theory. 

Methods: The learning organization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biosafety harmonization criteria and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was implemented as the learning organization for biosafety managemen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The effect of knowledge
translation in the research institutions by evidence-based policy was verified.

Results: The result of applying the knowledge translation theory involving all stakeholders showed a positive
reaction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biosafety management strategy and embodied risk assessment criteria
and evoked sympathy with the necessity of learning and using of expert knowledge about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All stakeholders initiated voluntarily action toward new human-network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similar organizations. The learning organization's capability expanded the base of
knowledge transl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a learning organization could enhance th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by diffusion of knowledge translation.

Keywords: biosafety management system, evidence-based policy, knowledge translation, learning orga-
nization

I. 서 론

인구고령화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인

해 증가하는 공공보건 수요를 충족해야하는 상황에

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1997

년 영국에서 체계화된 근거중심정책(Evidence-based

or Evidence-informed policy, 이하 EBP)은 이후 캐

나다 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5년 WHO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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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에게 근거에 입각한 보건의료(Healthcare) 체

계 혹은 근거에 의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지식확산

체계(Knowledge translation system)의 정착 또는 기

존의 지식확산체계 강화를 권고함으로써 보건의료정

책 분야에서 EBP는 일반화되었다.1) 지식확산

(Knowledge translation, KT)은 2000년 캐나다 보건

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CIHR)

에서 보건영역의 임상적 절차에서 연구지식과 응용

사이의 간극(Gap)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어,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10배 이상의 연구결과가 보

고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지식확산은 지식전이(Knowledge transfer), 연구 이

용(Research utilization), 근거이행(Evidence imple-

mentation)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이용되어왔는데,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의제로 일반적 지식 및 특정

한 연구결과의 전파(Dissemination), 확산(Translation),

이용(Utilization) 및 이행(Implementation)이 다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공유에 기반하고 목

표가 명백히 정의된 국가적 보건연구시스템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행동으로 연결함으로

서 더 나은 보건을 창출하는 지식확산 관계성에 대

한 논의는 200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보건연구 장

관급 정상회담(Ministerial summit on health

research)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지식확산체계

의 조건으로 ① 시스템적 맥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The system context in paramount) ② 연속성이 중

요하고(Continuity is important) ③ 복잡성이 고려되

어야 하며(Complexity shoud be considered) ④ 모

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만 하며(All stakeholders

should be involved) ⑤ 역량은 매우 약한 연결 관

계(Capacities are the weakest link)라는 5가지 중점

과제가 제시되었다.2) 특히 EBP의 이행을 위한 역량

의 개발은 영국의 보건의료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핵

심 개념으로3) 전략의 이행에 있어 조직 수준의 조

정(Intervention)이 요구되며4) 지식의 공유를 위한 기

관 내 임상적 학습적 연구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한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이 필수조건이다.5,6)

지식확산은 프로세스(Process)로 도전적인 활동들

을 통해 참가의 맥락에서 지식을 세련화하는 수단으

로서 지식원천의 통합, 수용성의 맥락 및 전부와 같

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7) 이러한 보건의료 부문의

지식확산 및 지식전이에 대한 담론에8-10) 대한 연구

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Nicolini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KM)과 지식확

산 간에 유사성이 있으며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KM 이행조직인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이론과 공통된 반영의 강조점에 유사

성12,13)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1) 결과적으로

EBP의 지식확산 이행을 위하여 학습조직에 따라 기

관 조직 내 지식공유를 위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실행하는 접근법을, 근거중심 의사결정 지원체

계 마련을 위한 지식확산 시스템(Knowledge translation

system)의 첫 단계로 가정할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협력하면서 상호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야 하는 보건 분야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식확산 이행을 위한 학습조직을 설계하고 운영 적

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감염병

실험실 등의 생물안전을 확보하는 국가 생물안전 관

리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생물안전 위해성

평가 조화기준15)과 위해성관리전략에16) 근거하여 지

식경영 이론에 입각한 학습조직을 설계하고 이를 이

행함으로서 EBP에 의한 기관 내 지식확산을 위한

학습조직 체계의 운영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이론 및 대상

1. 연구이론

1) 지식확산(Knowledge translation)의 필수조건과

이론

지식확산의 컨셉이 2000년 제안된 이래,수많은 이

론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배적 이론은 도출되

지 않았다. 대신 효과적인 지식확산을 위한 필수조

건과 이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식확산의 필수조건으로는 연구자와 이해관계자/

최종사용자(End-user)간 개인적 접촉이 중요하고17,18)

이해관계자가 연구 프로세스 전반에 지속적으로 참

여하여야 하며,19,20) 이해관계자/최종사용자는 연구결

과의 이행 및 채택을 위해 연구자와 협력하여야 한

다는21,22)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구결과는 적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17) 작업장에

실제적으로 적응 가능하게 하도록 적용 및 관계되어

야 한다는23,24) 점도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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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s of knowledge translation8)

Model Factors

Organizational Innovation Models

Model of Territorial 

Rights and Boundaries
Innovations are perceived as threats to existing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interests.

Dual Core Model of the 

Innovation

Innovations in an organization originate from cores that serve different purposes. The primary 

purpose of a core will determine how the innovation is diffused.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may effect innovation activity in one case but not the other.

Ambidextrous Model

High structural complexity, low formalization, and low centralization help initiate an innovation 

but the inverse conditions facilitate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with diverse and differentiated 

task structures initiate more innovations, and those with formalized and centralized structures 

implement more innovations.

Bandwagon Models

Organizations are prompted to adopt an innovation through fear that other

organizations are benefiting from adoption. Bandwagon occurrence, extent, and persistence is 

effected by organizational differences. Adoption occurs regardless of how the innovation is 

perceived by an organization.

Desperation Reaction

Model

Innovations intended to address desperate situations diffuse differently than other innovations. 

Extensive diffusion occurs during a period of small-scale experimentation

Social Sciences: General Models of Research Utilization

Problem Solving Model
The existence of a problem pulls knowledge into practice. The need to generate a solution or 

choose among alternatives is the impetus for knowledge translation.

Interactive Model Knowledge translation is not linear and is part of a much broader equation involving multiple inputs.

Political Model Knowledge translation occurs for self-serving purposes to support a particular viewpoint.

Tactical Model
The process of doing research is valued over the content of the research. Proposes that research is 

used for purposes that have little relation to it’s substance.

Enlightenment Model
Knowledge of the concepts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behind research drive knowledge 

translation.

Knowledge Driven Model
Knowledge is pushed into practice simply because it exists. Assumes a linear push approach from 

basic research to applied research which leads to development and application.

Research Utilization Models in Nursing

CURN (Conduc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in 

Nursing)

Knowledge is transferred through linkages when a practice problem is encountered. Relies on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producers of knowledge. Underpinned by a problem 

solving solution.

WICHEN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in Nursing)

Five-phase resource linkage model based on concepts of diffusion of innovation and planned 

change. Relies on nurses being organizational change agents. Uses problem solving approach.

NCAST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Knowledge translation occurs through social channels in a predictable way Researchers involve 

practitioners through the entire research process. Relies on researchers to translate and push 

findings through channels.

Stetler Model

Knowledge transfer is influenced by internal processes and external contexts. Relie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ull research into practice. Assumes clinician is knowledge oriented rather 

than rule oriented.

Iowa Model of Research

Use in Practice

Triggers in practice act as catalysts for knowledge seeking. Relies on clinician to pull research into 

practice when a trigger is encountered and traditional knowledge cannot be used to solve a problem.

Health Promotion Models

Readiness to Change Model
Focused on an individual’s motivation or intention for change. Based on sequential phases in the 

motivation for change.

Social Influences Theory
Decisions to change occur in a social context. Group members create and exert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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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확산 이론은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특성을 보이는데(Table 1),

Estabrooks 등의 연구에서는 보건과학에서 연구 설

계를 지원하는 가능성을 보이는 지식확산 이론을 5

개 주요이론과 2개 보조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8)

주요이론으로는 Rogers의 혁신이론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25) Rogers의 이론을 발전시킨

Havelock의 연구개발전파이용 프레임워크(Research

development dissemination utilization framework),26)

아이디어 전파에 대한 Greenhalgh의 합성(Greenhalgh’s

synthesis),27) 보건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연구 활동 확

산 모델에 대한 Kitson 이론,28,29) 연구결과의 이용에

대한 모델인 OMRU(Ottawa model of research use)

를30) 제기하고 있으며, 보조이론으로는 조직이론

(Organizational Theories)과 사회이론(Social Theories)

을 제기하고 있다.8)

Estabrooks 등의 연구는 보건의료 환경의 복잡성

및 이론의 최적화를 위하여 지식확산 이론의 선택

틀을 제시하기위해 수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식

확산 이론은 ① 다양한 학제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

로 ② 학제 간 이론의 전이는 서로 다른 배경에 관

련한 가정과 용어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③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더욱 효과적이며 ④ 이론적 관점과

적용의 맥락 간 최적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⑤ 지

식확산 조정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8) 또한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식확산은 KM과 유사성이 있으며, 국가보건서비스

의 이행에 있어 KM 이행조직인 학습조직이론과도

유사하므로11) 지식확산 이행을 위한 지식확산시스템

구성을 위한 조직화의 첫 단계로 학습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14) 이러한 지식확산의 이행조건은 직업위생

(Occupational health) 및 안전(Safety) 분야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데, 캐나다 퀘벡 광산산업을 대상으

로 Gagné 등에 의해 수행된 근거중심 지식확산을

위한 이행절차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31)

2.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이론

조직이론은 19세기 후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과 관료제 중심의 고전이론

(Classical theory)에서 시작하여 다양하게 발전하였

는데, ‘조직 내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과 달리, ‘조직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다학제적 이론이다.

이중 학습조직은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을 위한 조직으로 작은 변화를 통한 끝없는 개선의

특징을 가진다.33) 조직학습이란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특정한 행동들

을 강화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응해 가

는 조직의 학습활동을 의미하며 현대조직의 지속적

인 비교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34)

다만 학습조직의 활용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논의되

어야 하며, 조직 내부의 권력과 통제라는 현실을 도

외시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상적으로 조직을 학

습조직처럼 운영할 경우, 다양한 내부적 저항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33)

학습조직의 메커니즘은 지식의 공유(Knowledge

sharing)에 의한 일원학습(Single-loop learning), 생산

적인 담론(Dialogue)에 의한 이원학습(Double-loop

learning) 그리고 정체성 공유(Identity sharing)에 의

한 삼원학습(Triple-loop learning)으로 구분된다. 이

러한 학습 메커니즘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참여자들이 인지하게 하여 생산적인 담

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체성을 공유하여야 한

다.34)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립된 학습조직은 인적자

원관리, 행동과학과 조직관리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자

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의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

의 창출에 의해, 위기상황에서도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진다.35)

학습조직의 구축은 ① 비전 공유(Shared vision) ②

사고모형(Mental model) ③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④ 팀 학습(Team learning) ⑤ 시스템 사고

(Systems thinking)의 5개의 학습원칙을 따른다.36) 비

전 공유(Shared vision)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

로 통보(Telling), 설득(Selling), 검증(Testing), 자문

(Consulting), 공동창조(Co-creating) 등의 단계를 필

요로 한다. 사고모형(Mental model)은 주변에서 발

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로서 학습조직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적 숙련

(Personal mastery)은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가치를 일

상 업무 속에서 시행착오에 의해 축적된 지식(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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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과 기본적인 원리(Know-why)의 지속적인 발견,

창조 및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행을 의미한다.

팀 학습(Team learning)은 조직구성원 간의 관점이

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대화와 토론

을 통한 유연한 교감을 위해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을 구성하고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집단적 문제

해결 및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와 방법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는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인지하고 부분간의 순환적 관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학습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원활

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학습 메커니즘의 설계이다.

특히 ① 비전전략, 로드맵 등의 공유 ② 정보교환

및 피드백을 통한 시스템 통제 ③ 상호이해와 신뢰

구축을 통한 지식 창출 ④ 전체 프로세스가 연결되

는 종합적인 학습흐름의 유지 및 운영은 학습조직의

성공적인 설계를 위한 기본조건으로,37) 학습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조직의 지원과 함께 이를 구성

원들이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운영전략 및 원리는 지식경영

에 근간한다. 지식경영은 기존의 전통적 경영에만 의

존하는 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대

한 대안으로서 지식의 창조축적 및 이를 공유활용함

으로서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발굴할 수 있

다는 관점으로38) 등장한 경영전략이론이다. 지식경

영에서 지식은 노하우(Know-How)와 같이 체험과

학습에 의해 습득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형식을 갖추

지 못한 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와, 암묵지

가 문서 등으로 형식을 갖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한다. 

지식경영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지

식을 조직지식으로 확대한 ‘학습조직’의 관점으로 보

는 방향성과 정보기술의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나누

어 보는 방향성이 있다. 이중 ‘학습조직’의 관점으로

보는 방향성은 학습조직의 역량구축에서 지식경영이

출발한다고39) 평가한다. 따라서 학습조직 구축 및 이

행을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집단의 데이터(Data)와 정

보(Information)가 참여과정을 통해 구조화되고 분석

평가되어 점차적으로 지식으로 성장하는 지식경영의

구조를40)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습조직

은 이해관계자의 정보흐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순환적인 정보 진화 체계를 구조화하는 학습 메커니

즘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다만 지식경영과 조직학습이론은 조직구성원의 순

응(Compliance)을 통한 통제와 그 제도화를 목적으

로 하며41) 조직의 몰입(Commitment)과 충성심

(Loyalty)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조직 내 갈등을 고

려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점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있어 학습조직 운영성

과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조직에 대한 순응성, 몰입 및 충성심이 높고 공식적

규칙과 계층제에 의존하므로 개인적관계적인 특성에

영향을 덜 받아,42) 법정규제(Statutory regulation)에

의해 학습조직이 구성될 경우 수행성이 오히려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대상 :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과 규제체계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자의 책임과 업무의 수

행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 생물안전 관리정책의 핵심

에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생물위해

(Biorisk)의 확정과, 생물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체계의 수립이 자리하

고 있다. 이러한 위해성평가 기반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 based on Risk Assessment, 이하 RA-

RM) 체계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

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가 의도하지 않게 인체 보건이나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생산물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규

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생물안전을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15)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는『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의 보건복지부 이행고시인「유

전자재조합지침」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이 행위자

간 생물안전 관리체계가 설정된다. 관련 행위자는 연

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활동을 책임지는 기관생물안

전관리책임자(Institutional Biosafety Officer, IBO)와

생물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의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그리고 실험실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연구책임

자와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종사자로 구분된다.



지식확산에 의한 감염병 실험실의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학습조직 설계 및 실행 107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102-115

더불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체 및 동물에 감염되어 질병 등을 일으

키는 감염성물질의 관리를 위해, 감염성물질의 안전

한 이동 및 취급 등에 관한 시설과 취급자의 안전

한 이용규정과 절차 수립 역시 현행 실험실 안전관

리 체계 운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BO

는 감염성 병원체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적절한 생물

안전 등급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물질의 관리기준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고, 관리항목에 따른 지속가능한

규제 프로토콜(Protocol)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

는 의무를 가진다.15)

현행 국내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

한 법률 및 규정은 전체적인 구성 체계만을 언급하

고 있으며, 실질적인 현장의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세

부사항이 부족하다. 또한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인 실험실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 관리기법 및

기준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할만한 수준의 규정이

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연구책임

자 및 IBC가 주관하는 실험실 위해성평가도 답보수

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위해성관리를 위한

항목 발굴이 어려워 생물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야 하는 IBO의 운영방식에 대한 방향설정과 구성원

들의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험실의 위해성평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지속

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또한 위해성관리는

위해성평가의 결과 없이는 수립되기 어렵고, 적절한

위해성평가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론적인 수

준에서 안전관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해성평가 기반 위해성관리의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그 특성이 지식경영의 실패원인과 매우

흡사하다. 지식경영이 지적자본의 효과적인 축적공

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형태인데 반

해,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안

전관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와 IBC 및

IBO가 공유하고 활용하여 위해성관리를 위한 지식

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현행 국가 생물안전관리 체계는 규제를 받는 조직

내 집행자와 검토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집행

하게 하되, 중앙행정기관이 명시된 규제의 집행/관

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Fig.

2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율규제는 비규제(No regulation)와 법정규제의 범

위 중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자율규제는 법정규제

Fig. 1. Responsibility and task of biosafety parties concerned research institution by domestic la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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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모든 참가자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효

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연성과 수용성이 강하

며, 규제부담(Regulatory burden)이 낮고, 전문가나 해

당 산업의 책무와 긍지 및 충성심을 향상시키며 시장

이 더 좋게 작동하도록 하게한다는 장점이 있다.43)

다만 반경쟁적 행동이나 공모(Collusion)를 유발할

수 있고44) 대중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규제제어를 포

함하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에 빠질 수도 있

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엄격하지 않다

는 인식 때문에 규제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

고45)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민관유착이 발

생할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46)

결론적으로, 자율규제의 기초 틀을 갖춘 국가 생

물안전관리 정책의 이행조직을 법정규제(Statutory

regulation)에 의해 학습조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이

행 범위를 설정43)한다면, 조직에 대한 순응성, 몰입

및 충성심이 높은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규제는 수행

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안

전관리 정책이행 범위와 조건을 RA-RM 원리에 의

한 범정원리를 따르게 하면서, 조직 내 EBP 지원을

위한 지식확산 학습 메커니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다면, 제도 이행을 위한 학습조직의 설계 및 실행이

원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안전관리 계획은 일반적으로 계획(Plan)-실시(Do)-

검토(Check)-조치(Action)로 순환되는 PDCA 경영전

략에 의해 수립이행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된 안전

사항의 준수와 점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고

후 조치 등의 업무 수행사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

획의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의 운영은 시스템

안전공학(System safety engineering)의 관점에서 위

험을 정량화하고 안전순위를 결정하여 수행하는데,

통상 위해성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47)

본 연구에서는 Fig. 2의 자율규제 구성원리에 근

거하여 PDCA 전략에 따라 Fig. 3과 같이 연구모델

을 설정하고 학습조직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2013

년 8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관련 법

률을 이행하는 담당부처 부서에서 문서와 보관기록

의 조사, 직접관찰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 조직을 설계이행함으로서 연구수행을 위한 프

로토콜을 구축하였다. 프로토콜의 구성은 실험실의

생물안전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15) 생

물안전 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위해성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서16) 학습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준을 구

Fig. 2. Classifying and nature for a spectrum of regulation43)

Fig. 3. Study mode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organization for autonomous biosafety management on
infectious disease laboratories by knowledg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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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48)하였다. 그리고 동 연구기간동안 관련된 타 부

처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및 협의를 수행하여 경험

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경험적 자료는 연구

명제로 설정하였던 이론적 패턴과 비교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더불어 수립된 국가 생물안전 관리 조직학습의 실

제적인 운영성 검증을 위하여, 2014년 1월에서 2014

년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

구원의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

여, 해당 생물안전 관리조직이 학습조직으로서 기능

하는지를 확인하고 연구 성과를 판단하였다.

성과(Performance)는 ‘조직이 특정한 것을 실행하

여 이루어 내거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정

의되나 조직목표, 조직성격, 학자, 연구경향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에 따

라 각기 다른 분석모델과 지표들이 활용된다.49) 이

러한 학습조직과 조직성과 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습조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이거나 학습

유형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를 측정하는 형태로 구

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 이

행조직이 학습조직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연구 성과의 판단지표는 학

습조직의 기본원리를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에 반

영한 지표인 ① RA-RM 원리에 대한 구성원의 동

의여부 ② 사고모형의 공유를 위한 자발적 행위 발

생여부 ③ 개인적 숙련 및 팀 학습 강화를 위한 네

트워크 구성 및 개선활동의 발생여부 ④ 시스템 사

고의 발현을 위한 관련 조직간 정보교환 행위 발생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IV. 결 과

1. 생물안전 관리체계와 지식경영 구성요소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위해

성평가 기반 위해성관리의 규칙(Rule)을 따른다. 특히

위해성평가는 분석대상이 되는 실험생물체와 연구시

설 전반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

여 ① 위해성 동정(Risk identification) ②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③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④ 위해성 확정(Risk characterization)의

단계를 통해 위해성을 판단하고 위해성 관리 과업

(Task)을 발굴하여 적용한다.

위해성평가는 사전 예방적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

내의 추정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한 상호작용을 과학

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①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지 ② 위해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③ 위해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④ 위해영향의 발생가능성은 어떠

한지 ⑤ 최종적인 위해성은 어떠한지를 판정하고 이

를 문서 형태로 유형화한다. 위해성평가는 결론적으

로 위해성관리 과업을 도출하는데 IBO는 이를 바탕

으로 ①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② 무엇을 할 수

있는지 ③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직의 인적

물적시설자원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한 생물안전 이행

전략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식경영의 구성요소는 ① 사회화 ② 외부화 ③

종합화 ④ 내면화로 구성된다. 사회화는 개인이 갖

고 있는 암묵지를 다른 조직구성원이 경험하고 공유

하는 과정을 말하며, 외부화는 암묵지를 은유와 비

유, 추론, 모델, 대화, 이미지화 등을 통해 분명한 개

념과 언어의 형태로 형식지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화는 형식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계의 형식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내면화는 종합화를 통해 창

출된 새로운 지식을 개인이 체화하여 암묵지로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50) 이렇게 개인의 암묵지를 조직

이 공유하여 형식지 화하고 종합하여 다시 암묵지로

체화하는 지식창조 과정을 통해 조직의 핵심역량은

강화된다.

Table 2는 생물안전관리 행위자의 업무 메커니즘

과 지식경영 요소를 상호 대비한 결과이다. 이러한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업무 메커니즘은 지식경영의

이행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개인의 암묵지를 보고

서의 형태인 형식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법률 규정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성평가 요

소가 목록화되어 있어, 시스템 사고에 기반을 둔 접

근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토

론 등을 통하여 제출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진행되어 형식지

인 심사의견서의 형태로 도출되고, 위해성평가 보고

서와 위해성심사 의견서는 각각 IBO에 전달되어 생

물안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게 되고, IBO는 이

러한 형식지를 종합하여 기관 생물안전 관리계획 및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생물안전 관리계획은 IBC와 연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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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연구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화되어 새로운 과

업을 발굴하고 더욱 RA-RM 시스템을 위한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

2. 생물안전 관리와 학습조직의 핵심요소

RA-RM 체계는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시

스템적인 비전이자 사고모형의 규칙이며, Table 2

와 같이 학습조직의 5개 원칙 중 비전 공유, 사고

모형, 시스템 사고의 원칙을 RA-RM 체계로 설명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법률에 의한 RA-

RM이라는 원칙이 학습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3개 원

칙에 대한 당위성을 의무적인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와 IBC 위원은 이

러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RA-RM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숙련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IBC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연구기관의 생물안

전 관리에 대해 자문하게 되며, 이러한 연구기관 내

생물안전 활동 전반을 IBO가 운영하고 감독하게 함

으로써, 학습조직의 나머지 2개 원칙인 개인적 숙련

과 팀 학습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된 상태임을 확인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적 숙련과 팀 학습을 위한 조직구

성원의 학습당위성은 법률에 의한 의무로 이미 성립

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의 설계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은 연구기관 내

생물안전 관계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숙

련과 팀 학습의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과업이나 의

무를 설정하거나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생물안전 관리 이행을 위한 지식경영 운영

현재 국제적인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위해성관리

운영체계와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실험실 품

질표준’(Laboratory quality standard)의 관리체계에

따르는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Laboratory biosafety

manual 3rd edition)’을 운영 프로토콜로 제공하고 있

다. 유럽연합은 ‘실험실 생물위해 관리협정’(Laboratory

biorisk management, CWA15793)의 관리체계를 제

안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방법으로는 WHO의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및 미국의 ‘미생물 및 생의

학 실험실에서의 생물안전 매뉴얼’(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BMBL)

5th edition 등이 제안되고 있다.16) 다만 이러한 국제

Table 2. Relation of key elements on learning oragnization versus risk management based on risk assessment

Principle of learning 
oragnization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Shared vision

① What might happen?
② How might it happen?
③ Will it be serious if it happens?
④ How likely is it to happens?
⑤ What is the risk?

① Does anything need to be done about the risk?
② What can be done about it?
③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Mental model
Risk assessment of management resource(human-
material-facility)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mprovement management resource(human-
material-facility) according to risk assessment

Personal mastery

Training evauation according to ① hazard 
identification ② dose-response assessment ③ 
exposure assessment ④ risk characterization on 
laboratory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 to solve 
management task according to RA-RM

Team learning

Training evauation according to ① hazard 
identification ② dose-response assessment ③ 
exposure assessment ④ risk characterization on 
research facilities

Management resource operation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biosafety program

Systems thinking
Risk assessment mechaism according to effect and 
work processes of management resource(human-
material- facility) in research institute

Risk management mechaism according to effect 
and work processes of management resource 
(human-material-facility) i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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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르는 관리체계는 연구기관의 총괄적인 체

계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직의 운영방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이드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물안전 관리체계는 위해성평가와 관

련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라는 전제를 충

족하여야 하는 지식경영 시스템으로, 개인적 숙련과

팀 학습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를 조직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가이드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Fig. 4는 IBC, IBO, 연구책임자 및 연구종사자라

는 생물안전관리 행위자가 RA-RM체계에 따른 자

율적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지식경영 운영시스템 모

델로, 생물안전 관리체계를 연구기관 내 조직단위에

서 이행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나타낸 결과이다.

다만 민간과 공공부문은 조직의 방향성 및 운영관

리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 및 규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은 적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반면, 공공영역은 시민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거나

법률적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을 면밀히 적용시키려

는 운영관점을 보인다.51) 이렇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가 상호 이질적이라

는52) 점은 생물안전관리 이행 조직 및 프로세스 설

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교환과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이 스스

로를 통제하도록 RA-RM 조직의 정보흐름을 설계

함으로서 참가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비전이나 전

략, 로드맵, 기대되는 결과를 공유하게 하는 학습양

식을 구현할 수 있었다. 다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민

간과 공공부문의 상호 이질적인 절차와 운영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습 메커니즘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조직의 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을 참여자들이 인지하게 하여 생산적인 담론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정체성을 공유하여야 한다.34) 또한

의사소통의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의 명문화된

정책과 조직의 운영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목표

의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지식확산 및 학습

조직의 운영성에 대한 세부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Fig. 4의 지식경영 운영시스템 모델을 구체화하여

Fig. 5와 같이 지식확산에 의한 자율적 생물안전관

리 학습조직을 설계하였다.

4. 생물안전 관리 학습조직의 운영검증

Fig. 5에 따른 지식확산에 의한 자율적 생물안전관

리 학습조직의 실제적인 운영성의 검증을 위하여,

2014년 1월에서 2014년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질병

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해

당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생물안전 관

리조직이 학습조직으로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 시스템인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생물안전관리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실험실 및 연구과제 위해성평

가에 대한 교육 자료와 가이드를 배포하고 워크숍을

Fig. 4. Task implementation mechanism of biosafety parties according to knowledge management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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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학습시켰다. 이후 위해성평가자료를 접수하

여 IBC를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의 연구

책임자와 심의를 진행한 IBC 위원 및 IBO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성과지표로는 학습조직의 기본원리를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한 정성지표인 ① RA-RM

원리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여부 ② 사고모형의 공유

를 위한 자발적 행위 발생여부 ③ 개인적 숙련 및

팀 학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개선활동의

발생여부 ④ 시스템 사고의 발현을 위한 관련 조직

간 정보교환 행위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생물

안전 관리체계는 Fig. 5에 제시된 학습조직 시스템

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① 모든 이해관계자

는 조직학습을 통해 세분화된 위해성평가 기준과 생

물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RA-RM 원리에 대하여 동의

하였고, ② 업무수행을 위해 RA-RM 원리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숙련이 요구됨에 따라, 참가자들이 새

로운 학습과 이용에 대한 열의를 보임으로서, 연구

책임자 및 IBC 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학습기회의

마련을 법률규제 수준에서 규정하는 조치가 요구되

었다. 특히 IBO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총체

적인 기관 차원의 생물안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식에 대한 학습의 필요가 요구되었다. 또한 ③ RA-

RM 체계에 대한 행위자간 연락과 논의활동이 시작

되어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 활동이 촉진됨으로

서 개인적 숙련 및 팀 학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개선활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④ 연구

기관 내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s

Board),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등 생물안전 관련 조직과의 정

보교환 및 관련 IBC 간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성

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으로써 시스템 사고의 발현

을 위한 관련 조직간 정보교환 행위 발생여부를 확

인하였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물안전 관리정책을 대상으

로, 지식확산을 위해 지식경영 이론에 입각한 학습

조직을 설계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서 EBP에 의한 기

관 내 지식확산을 위한 학습조직 체계의 효과를 실

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식확산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맥락으로 복잡

성을 고려한 연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함으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

제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은 보건학에

국한되지 않은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며, 지식확산관

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론적 관점과 적용의 맥락

간 최적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조직은 경영학의 지식관리이론에서 출발한 다

Fig. 5. Autonomous bio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evidence-based policy : learning organization model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based on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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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적 산물로, 지식확산을 위한 조직으로 맥락의 복

잡성을 고려한 실천적인 연속적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학습조직은 지식확산을 위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체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종합적인 학습흐름에 의해 학습조직의 5개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정보교환 및 피드백을 통한 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비전전

략, 로드맵 등을 공유하여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을 통

한 지식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Fig. 5에 제시된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 학

습조직은 지식확산에 의한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조

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RA-RM의 특성상 비전과 전

략, 로드맵이 일체화된 생물안전관리 정보흐름은 실

천적인 연속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해성평

가 및 위해성관리에 대한 조직적 학습을 통하여 지

식경영에 제시된 4대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관

내 이해관계자들로 지식이 전파되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적용된 해당 모델은 세분화된 생물안전

위해성평가 기준과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의 수

립 및 이행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전문지

식에 대한 학습과 이용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학습을 위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 유

사 조직과의 정보교류를 촉발시켜 지식확산의 저변

이 넓어지게 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확산에 의한 조직으로서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가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에 제한되어 설계 및 운영된 사례이나,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학습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함으

로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자율성에 의한 플랫폼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분석된 것은 지식확

산 이론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고, 실무적인 운용에

있어 단일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다

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례별(Case-by-case) 특성에

맞추어 최적화되어야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특성

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을 위

한 참조사례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따라서 다양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지식확산에 의한 자율적 안전관리 학

습조직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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