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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정신모형의 관점에서 팀의 공유된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변인이
무엇이며, 공유된 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정신모형의 선행변인으로 제시된 팀 환경과 팀 역동성, 결과변인으로 제
시된 팀 성과가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과업관련정신모형, 팀원관련정신모형과 어떠한 관
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팀 환경, 팀 역동성,
공유정신모형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7개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총 271부의 설문지가 분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
유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팀 역동성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팀 역동성은 팀 환경보다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과제관련공유모형은 팀원관련공유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
제관련공유정신모형이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보다 팀 성과와 다소 높은 관련성을 보였지만
두 변인 모두 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팀 학습과 관련된 이론 및 실천적 측면
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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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적 과제 해결을 위한 팀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학습자들 간에 형성
되는 공유된 정신모형(Mental Model)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Johnson,
& O'Connor, 2008; Johnson, & Lee, 2008). 그러나 팀원들 간 공유되는 정신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부서중심의 기업조직이 과제중심의 팀제로
변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Hutchins & Klausen, 1996). 또한 학습조직 분야에서 팀
원들 간에 공유되는 정신모형에 대한 논의가 학습조직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었다(Klimoski & Mohammed, 1994). 그러나 정신모형은 본래 개인적 수준에서 다루어
지는 인지개념의 하나로, 개인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환경을 탐색하고 해
석하는 지식구조나 심리적 기재로 이해되어 왔다(Rouse & Morris, 1986). 이 같은 개인수
준의 인지 개념인 정신모형이 팀 수준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수준의 정신모형 유
사성을 집단이나 팀 수준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정신모형을 다루는 대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팀 수준에서 공유된 정신모형이라는 용어는, Team
Mental Model, 또는 Shared Mental Model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팀
멘탈모형, 팀 공유모형, 공유멘탈모형, 공유정신모형 등으로 번역되어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공유정신모형
(Shared Mental Model)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이영민, 2005; 조일현, 2010).
팀 학습과 관련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팀원들 간 지식 공유의 정도와 팀 성과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유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팀 역동성 및 팀 환경과 같은 팀
특성이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Bantel &
Jackson, 1989; Hoegl & Gemüenden, 2001; Cannon-Bowers & Salas, 2001; Zaccaro, Rittman &

이를 기반으로 팀 특성, 공유정신모형, 그리고 팀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Jeong & Chi, 2007; Mathieu, Huffner, Goodwin,
Cannon-Bowers & Salas, 2005). 물론, 이전부터 팀 특성과 팀 내에서 공유되는 지식들 간
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어왔지만(McIntyre & Salas, 1995; Rentsch & Hall, 1994),
최근의 여러 연구들(조일현, 2010; Carson, Tesluk, & Marrone, 2007; Ensley, Heieleski &
Pearce, 2006; Mathieu et al., 2005)에서는, 공유정신모형을 팀원관련지식과 과제관련지식
으로 세분화하고 팀 특성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대학에서도, 경쟁보다 공존 및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학습의 중요성이 점
Mark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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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대되면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환경에서 공유정신모형이 팀 성과와 개인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박민정, 2007; 정명화, 신정
숙, 2004; 조일현, 2010). 특히 팀원들 간 지식 공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팀원들이 당면
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실증적으로 제시되면서, 공
유정신모형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팀원들
간에 공유되는 지식의 정도가 과제수행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해결방식을 구성원 간
에 서로 유도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학습활동이 팀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임희정, 강혜련, 2005:
p.2).

이렇듯 팀 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서 나타나는 공유정신모형에 대한 이해정도는 낮은 수준이다(임희정, 강혜련, 2005: Jo,
2009). 예를 들어, 팀이 지니고 있는 공유정신모형을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의 영향을 통
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고
정된 하나의 팀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권업, 2004; Mathieu, Heffner, Goodwin,
Salas & Cannon-Bowers, 2000). 이 같은 현상은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정신모형을
팀이 지니고 있는 환경이나 역동성과 같은 팀 단위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인식하기보다 팀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나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팀원 개인이나 리더가 지니고
있는 생리학적, 인지적, 사회적 역량은 공유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팀 전체의 문제점을 일부 팀원이나 리더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교체를
통해 팀 성과를 이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팀 기반 학
습과 관련된 연구는 팀원의 개인적 역량이나 일부 리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팀원들
간에 형성되는 공유정신모형과 관련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유정신모형을 팀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되
는 변인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된 변인으로 규정하거나 팀 성과와 같은 하나의 결과물
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을 구분하
지 않거나 공유정신모형을 형성하는 선행변인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변인들 간의
관계 규정이 불명확하게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유정신모형을 매개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실증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 수업에서 팀 기반으로 이루어
지는 프로젝트 학습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팀 기반 학습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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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팀 학습 경험을 공유정신모형의 이론적 틀을 활용
하여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면담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 역동성 및 팀 환경과 같은 선행변인이 팀원관련공
유정신모형과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두 가지 유형
의 공유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팀이란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구성
된 조직이다(Salas, Dickinson, Converse & Tannenbaum, 1992). 따라서 팀 학습은 팀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팀 역량으로 극대화시켜 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며, 나아가 팀원의 개인적인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팀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 환경과 팀 역동
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시켜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팀 내 공유된
지식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정신모형을 형성하는 선행
변인으로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을 살펴보았으며 공유정신모형을 과제관련 및 팀원관련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공유정신모형을 형성하는 선행변인

팀 환경
팀 환경은 팀 내에 존재하는 정서적인 환경으로 공유정신모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인 중 하나이다(Johnson, Lee, Lee, O’onnor, Khalil & Huang, 2007). 2000년대 이
후의 팀 학습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환경은 분위기(김민정, 2006; Cannon &
Edmonson, 2001; Ensley & Pearce, 2001), 신뢰감 및 정보공유(Marks, Zaccaro & Mathieu,
2000; Marks, Sabella, Burke & Zaccaro, 2002), 개방성(조일현, 2010; Levesque, Wilson
& Wholey, 2001), 그리고 다양성(양동민, 심덕섭, 2009; Rentsch & Klimoski, 2001;
Smith-Jentsch, Campbell, Milanovich & Reynolds, 2001)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팀 환경을 의사소통, 구조, 동시성 측면
에서 탐색하였다. 먼저, 의사소통은 팀원들 간에 나타나는 의견표현의 매커니즘을 의
미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하는 분위기, 격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긍정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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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팀 이미지 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McGrath & Hollingshead, 1994).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의사소통은 팀원들 간 신뢰성,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열린 토의 분위기를
의미한다. 둘째, 팀 구조는 팀이 지니고 있는 문화, 체계, 그리고 일반적인 모임과 구
별되는 조직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DeSanctis & Poole, 1994). 특히, 팀 환경으로서의
팀 구조는 팀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팀원들 간의 관계, 정보흐름, 그리고 작업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Grinter, Herbsleb & Perry et al., 1999; Sproull &
Kiesler, 1991). 예를 들어, 팀원들의 의견 차이를 수용하거나 팀 운영과 관련된 비밀이
없는 구조는 긍정적인 팀 문화 와 합리적인 수행절차를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시성은 팀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 및 공간적인 측면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시간 흐름(time flow) 및 장소의 동일성 여부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시간적 공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든 팀원
들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함께 모여 결정하는 팀과 각각 서로 다른 시간대
와 장소에서 비동시적으로 접촉하여 결정을 내리는 팀 사이의 과제수행 결과에는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Bullen & Bennett, 1993). 본 연구에서는 팀 환경을 팀의 의사소
통, 구조, 동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팀 환경이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과 공유정신모형을 매개로 팀 성과에 미치는 정도를 탐색하였다.
팀 역동성
팀 역동성은 과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으로 공유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인 중 하나이다. 팀 역동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팀원들 간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의 습득방법, 정보교환방
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상호작용 활동을 의미한다(Johnson, et al., 2007). Smith-Jentsch와
동료들은 팀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을 크게 ①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사용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탐색, 새로운 정보전달, 그리고 전체적인 요약 제공, ②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적절한 어법, 간결성, 명확성, 그리고 완결성, ③ 지원행동
(supporting behavior)-오류정정, 후원, 그리고 조력, ④ 안내(guidance)-새로운 것 소개, 이
끌어 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Smith-Jentsch et al., 2001). 팀 역동성과
관련된 2000년대 이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역동성이 응집성(Ensley & Pearce,
2001), 기능(강혜련, 양희동, 2003; 양동민, 심덕섭, 2009), 과업 및 역할 분업화(박원우,
최혜원, 2005; 조일현, 2010; Langan-Fox, Code, Langfield-Smith & Wirth., 2001; Levesque,
Wilson & Wholey, 2001), 그리고 운영방향(Cannon & Edmonson, 2001; Rentsch & Klimoski,
2001)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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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팀 역동성을 팀 조율과 팀 응
집력의 동적 과정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첫째, 팀 조율은 명시적(explicit)
조율과 암묵적(implicit) 조율로 구분할 수 있다(Entin & Serfaty, 1999; Stout, CannonBowers, Salas & Milanovich, 1999). 명시적 조율이 팀원들 간의 역할, 행동,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율을 의미하는 반면, 암묵적 조율은 외부로 드러나는 의사소
통 없이 팀원 간의 역할과 책임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는 팀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암묵적인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원들 모두가 팀 상황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Johnson et al., 2007; Smith-Jentsch et al., 2001). 물론 명시적 조율과 암묵적 조율
은 팀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 특성과 과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Fiore,
Salas & Cannon-Bowers, 2001). 명시적인 조율은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나 이전에 수행한 경험이 없는 역할을 맡았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암묵적인 조율은, 집중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팀 환
경과 과제 특성에 따라 팀을 조율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팀 역
량은 명시적인 조율과 암묵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팀원들이 서로의 업무, 요구, 책임,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과제
수행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잠재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Johnson, et al., 2007; Mathieu, et al., 2000).
둘째, 팀 응집력은 팀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팀원들의 정서적 요구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arron & Hausenblas, 1998). 팀 응집력은 과업적인
측면과 사교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Widmeyer, Brawley, 그리고 Carron(1985)은 응집력을, ① 팀이 수행하고 있는 과
제에 대한 개별적인 호감, ② 과제수행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팀 통합, ③ 유대감을 기
반으로 하는 팀 통합 등과 같이 개인, 팀, 그리고 과업 간의 관계 측면으로 제시하였
다. 응집력이 높은 팀일수록,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과제수행을 위
해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키며 문제발생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
인적인 시간도 할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팀 역동성은 팀 과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조율과 응집력으로, 정보 수집 및 교환, 역할과 책임, 역할 분담 및 상호의존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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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팀 역동성
은 팀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팀 성과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동적인 팀은 팀원 간의 협조가 원활하고
팀원 간의 역할 수행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되며, 과제수행 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및 오류를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 과제관련 및 팀원관련 수준에서 공유정신모형 탐색

공유정신모형은 과제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팀원들 간 공유실태를 팀원 및 과제관
련 지식으로 구체화한 정신모형을 의미한다(Griepentrog & Fleming, 2003). Cannon-Bowers
와 동료들은 공유정신모형을 팀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이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Cannon-Bowers, Salas & Converse, 2005: p.228).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정신모형은 본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사람, 그리고 사물에 대해 설
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매커니
즘(Rouse & Morrris, 1986)이다. 따라서 공유정신모형은 개인의 정신모형을 조직적 차원
으로 확대하여, 팀의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팀원들 간에 공유되는 지식
또는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유정신모형은 타인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회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분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팀 분산기억(transactive memory system), 공유지식(shared knowledge), 또는 팀 지식(team
knowledge)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김문주, 윤정구, 2009). 이처럼 팀원들 간 공
유되는 인식모형은 하나의 단일모형이 아니며 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Klimoski & Mohammed, 1994; Langan-Fox, Amglim & Wilson, 2004). 특히, 팀이 처한 독
특한 환경과 역동성에 따라 팀 내 공유되는 정신모형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Johnson & O'Connor, 2008; Johnson & Lee, 2008; Johnson et al., 2007).
과거 공유정신모형과 관련된 전통적인 연구(Gibson, 2001)에서는, 개인수준에서의 인
지과정이나 집단수준에서 개인이 느끼는 인지과정을 동등하게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본격화 되면서,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정신모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Johnson과 그의 동료들은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원들 간의 역할, 참여, 소통의 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과정과는 전혀 다르다고 언급하였다(Johnson et al., 2007). 또한 공유정신모
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팀 내에 존재하는 과업과 관련된 공유된 지식과 동료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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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공유된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제관련 공유정
신모형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실행전략 등을 포함하는 공유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에는 과제에 대한 지식, 팀 목표 및 역할에 대
한 지식, 그리고 팀원들 간의 기능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반해,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 동료들 간의 선호도, 태도, 강점, 약점 등에
지식으로 과제와 관련 없이 팀 동료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특성 및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이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에는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특성, 구성원들 간 관계, 그리고 팀 분위기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특히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은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과는 달리,
다양한 과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팀 고유의 공유정신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조
일현, 2010). 이 같은 공유정신모형의 분류는, 팀웍(teamwork track)과 과제(taskwork track)
측면에서 팀이 발전되어 나간다고 주장한 McIntryre와 Salas(1995)의 언급과도 동일하며
공유정신모형을 다룬 실증적인 여러 선행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팀원이나 과업 중 하나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두 가
지 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유정
신모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과제와 관련된 지식의 공유를
다룬 연구들(Cannon & Edmondson, 2001; Knight, Pearce, Smith, Olian, Sims, Smith & Flood,
1999; Langan-Fox et al., 2001), 팀원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를 다룬 연구들(Eby, Mrade,
Parisi & Douthitt, 1999; Marks et al., 2000; Rentsch & Klimoski, 2001; Smith-Jentsch et al.,

그리고 과제와 팀원 모두 다룬 연구들(강혜련, 양희동, 2003; 조일현, 2010; Ensley
& Pearce, 2001; Levesque et al., 2001; Marks, et al., 2002; Mathieu et al., 2000)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정신모형의 내용을 과제와 관련된
지식과 팀원과 관련된 지식으로 구분하고 이 두 유형의 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팀 내 공유되고 있는 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진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을 외부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이 각각 두 가지 유형의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여러 실증연구들을 검토한 후(<표 1> 참조), 본 연구모
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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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Cannon &
Edmonson
(2001)

독립
매개
종속
공유정신모형
팀
팀
팀
환경 역동성 기타 과업 팀원 기타 성과 기타
교육
지원

et al.
(2001)
Ensley &
Pearce
(2001)

Marks,
Zaccaro &
Mathieu
(2000)

팀 내 응집성
갈등

○

공유
정신
모형

(2000)

Wholey

○

공유정신
모형
○ (유사성,
정확성)
팀 의사소통

et al.

Levesque,

○

상호
작용 훈련
리더의
정보제공

Mathieu

Wilson &

환경과 역동성은 팀
대한 팀
○ 실패에
성과
공유된 신념에
공유된 신념 영향을및미침
구조화는 팀 과업관
과업관련 팀
련정신모형에
영향을
정신모형 미침

방향성
구조화
자발성

Langan-Fox

상호
작용

○

진입 구성
방법 경력
크기

&
Klimoski
(2001)
SmithJentsch
et al.
(2001)

Marks
et al.
(2002)

○

팀 유효성

직급
근속
기간
리더의
정보
제공

팀 프로세스
(조정,
의사소통)
시점(1, 2)에
따른
공유정신
모형

역할
분화

(2001)

Rentsch

팀 웍관련
공유정신
모형
교차
훈련

연구 결과

○

○

조정
프로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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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환경은 공유된 전략
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
나 공유된 전략적과 팀
성과 간 관련성 미흡
리더의 정보제공과 상
호작용 훈련은 팀원 관
련 공유정신모형의 유
사성과 정확성에 영향
을 미침
팀 과업 및 팀원 관련
공유정신모형은 팀 성
과와 팀 프로세스에 영
향을 미침.
시점에 따른 공유정신
모형에 변화가 없음.
역할 분화의 정도가 높
을수록 상호작용 및 정
신모형의 공유정도가
낮아짐
팀 구성, 팀 크기, 팀
경력, 팀 진입방법은
팀 웍을 매개로 팀 유
효성에 영향을 미침
군대에서의 계급 및 근
무기간이 높을수록, 팀
원 관련 공유정신모형
의 정확성이 높아짐
교차훈련은 공유정신모
형의 유사성에 영향을
줌. 공유정신모형은 조
정 프로세스를 매개로
팀 성과와 관련이 있음.

정한호(2011)
<표 1>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강혜련
양희동

팀
환경
호감

(2003)

독립
매개
종속
공유정신모형
팀
팀
역동성 기타 과업 팀원 기타 성과 기타
스킬
○
○
유형
(구분하지 않음)
(A, T)
공유
정신
모형

권업
(2004)

김민정
(2005)

과업 연령
상호 참여
의존성 기간

(2005)

임희정
강혜련
(2005)

(2009)

(2010)

상호
작용

○
○

○

○

공유
정신
모형

○

기능 연령
다양성 성별

공유
리더쉽 ○

(2006)

양동민
심덕섭

○

공유
정신
모형

분산
기억

조현익
소영호

조일현

지식
공유
지식
활용

개방성, 협력성
신뢰성

박원우
최혜원

(계속)

분업화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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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팀 환경과 역동성은 공
유정신모형을 매개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침
신뢰구축 공유정신모형이 신뢰구
애착
축, 애착행위, 집단응집
집단 응집성 성에 영향을 미침
개방성, 신뢰성, 협력성
은 지식공유 및 활용을
매개로 팀 성과에 영향
을 미침
팀 과업 상호의존성 정
팀
도는 공유정신모형을
의사결정 매개로 팀 성과 및 팀
의사결정에 영향
분산기억과 공유정신모
팀 효과 형은 팀 성과, 팀 효과,
팀 혁신행동 그리고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침
팀성
팀 만족 공유멘탈모형은
과
, 팀 만족, 팀 몰입에
팀 몰입 영향을 미침
기능의 다양성이 공유
팀 몰입 리더쉽을 매개로 팀 성
팀 효능감 과 팀 몰입, 그리고 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침
상호작용 빈도는 팀원
관련 공유정신모형을,
팀원 관련 공유정신모
형은 팀 성과에 영향.
그러나 상호작용과 과
제 관련 공유정신모형,
과제 관련 공유정신모
형과 팀 성과는 관련성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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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
내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표 1>과 같이 하나의 틀에 맞추어
서 일반화시켜 열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공유정신모형과 관련된 변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팀 환경 및 팀 역동
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공유정신모형을 매개로 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유정신모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팀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공유정신모형이 신뢰구축, 애착, 집단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팀 유효성, 팀 효능감, 팀 의사결정, 팀 만
족, 팀 몰입도를 공유정신모형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과제관련
팀 환경

H1

공유정신모형
H6

H2

팀 성과

H5
H3

팀 역동성

H7

팀원관련
H4

공유정신모형

[그림 1] 본 연구 모형
2. 가설 설정

공유정신모형의 선행변인
본 연구에서는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을 공유정신모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
인으로 규정하였다.
1)

팀 환경
팀 환경은 팀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지속하는 상호적인 과정으로 팀원들
(1)

- 47 -

정한호(2011)

간의 가치 유사성(similarity in partner's vaule)을 기반으로 공유정신모형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련, 양희동, 2003). 특히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팀 환경은 팀원들 간의 협력을 유발하며
(Gambetta, 1998), 팀원들 간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에서 조직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Miles & Snow, Charles, 1992) 갈등적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ks와 그
의 동료들은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훈련이나 정보제공 등은 공유정신모형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arks et al., 2000). 또한 팀원들 간의 신뢰감
은 공유정신모형 구축에 정적인 영향(Davenport & Prusak, 1998)을 미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팀의 경우, 팀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양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Dell & Grayson, 1998). 따라서 리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팀원들에게 통보
하는 폐쇄적인 팀보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 높은 수준의 공유정신모형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Marks et
al., 2002; Mohammed & Dumville, 2001).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박원우,
최혜원, 2005; 조일현, 2010; Marks et al., 2000)을 살펴보면, 팀 환경은 과제관련공유정
신모형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의 구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팀 환경은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가설 2.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팀 역동성
과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패턴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같은 팀 역동성은 공
유정신모형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nnon-Bowers et al.,
2005). 43개 팀에서 활동하는 240명의 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박원우와 최혜원(2005)
의 연구결과, 과제해결을 위한 팀원들 간의 역동적인 활동이 활발한 팀일수록 공유되
는 과업이나 팀원관련 지식의 공유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양동민과 심덕섭(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팀 내 공유정신모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능력, 기술, 배경,
경험을 성공적인 과업수행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팀 분위기가 요구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팀 과제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영향력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팀 과업에 대한 몰입과 자신감이 증대
되어 공유정신모형을 매개로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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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팀 역동성은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가설 4. 팀 역동성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매개변인
본 연구에서는 공유정신모형을 매개변인으로 보았다. 공유정신모형은 본래 여러 팀
에서 발생되는 성과들 간의 차이를 예상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Orasunu, 1990; Rouse, Cannon-Bowers & Salas, 1992). 공유정신모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유되는 지식의 유형을 과제수행이나 팀원
과 관련된 정보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은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limoski & Mohammed, 1994; Kraiger & Wenzel, 1997). 또한 개인 혹은 집단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교수적 상호작용을 보완하여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 연구를 고려해볼 때,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과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간에 서
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예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정신모형을 구체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내에 공유되는 지식을 과제와 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혜련,
양희동, 2003; 권업, 2004; 임희정, 강혜련, 2005; 조현익, 소영호, 2006; Mathieu et al.,
2000). 이 같은 현상은 팀이라고 하는 조직이 팀원 간 개인적인 정보교환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학습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팀원
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과제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유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팀
내에 존재하는 팀원에 대한 지식의 공유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팀 차원, 그 중에서는
팀 내에서 수행하는 과제관련 지식의 공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팀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팀원의 장점 및 단정, 가치관, 그리고 팀원 간 분위기에 관
한 지식은 팀원 개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팀 과제를 공
동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과제와 관련된 지식의 공유수준은 팀원과 관련된 지
식의 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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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
이다.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팀 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공유정신모형이 팀
학습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팀 성과를 개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정신모형과 팀 성과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
제관련공유정신모형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모두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과 관련된 실험실 환경을 기반으로 실시된
Mathieu와 동료들의 연구결과, 팀원들 간 과제 및 팀원관련 공유정신모형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hieu et al., 2000). 공
유정신모형과 팀 성과의 효과성을 연구한 Pearce와 Sims(2002)에 의하면, 팀원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공유된 리더십과 정신모형은 일부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수직적
인 정신모형보다 팀 성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arks와 동료들도
공유정신모형을 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내었다(Marks et
at., 2002). 특히 팀원들 간에 공유되는 정신모형의 질적 측면과 유사성 측면을 비교한
Mathieu와 동료들의 연구결과, 팀원들 간에 공유되는 지식의 질적 수월성보다는 유사성
수준이 팀 성과를 더욱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hieu et a1., 2005). Ensley
와 동료들 역시, 최고 경영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유정신모형을 팀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보았다(Ensley et al., 2006). Carson과 동료들도 공유정신모형
이 팀 성과에 긍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Carson et al., 2007). 공유정신모
형과 팀 성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의 실증적인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강
혜련, 양희동, 2003; 김민정, 2006; 박원우, 최혜원, 2005; 임희정, 강혜련, 2005; 조현익,
소영호, 2006). 이상과 같은 여러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유정신모형은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선행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3)

가설 6.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 성과를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가설 7.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 성과를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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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3개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 중 팀 학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대상자를 전공영역별로 분류해보
면 인문사회계열 145명(53.5%), 자연과학계열 101명(37.3%), 그리고 예체능계열이 25명
(9.2%)이었다. 팀 구성 인원수는 2-3명에서 8명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대상자의 특성을 전공 계열, 팀 활동시기, 팀 구성 목적, 팀원 수, 팀 모임
횟수, 팀 유지 기간, 팀 가입 권유자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 및 집단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 및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에 동
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79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27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하나라도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특정번호
에만 집중적으로 응답한 설문지 5부는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설문지는 총 271부로, 남학생으로부터 회수한 121부와 여학생으로
부터 회수한 150부였다.
1)

집단 면담
집단 면담은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설문결과를 보다 실제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1년 이상 팀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집단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취 후 전사하였다. 집단 면담은 3회에 걸쳐 실시하
였으며 총 면담시간은 255분(1회: 70분, 2회: 65분, 3회: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양적 분석 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해석하기 위한 보충 질문 형식으로 구성되
었다. 첫 번째 면담은 연구자의 주관 하에 대학생들의 팀 학습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면담부터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질의응답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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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류

구 분
성별
전공
팀 활동시기

팀 구성 목적

팀원 수

팀 모임 횟수

팀 유지 기간

팀 가입 권유자
합계

남
여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학부 1학년
학부 2학년
학부 3학년
학부 4학년
취업준비
시험준비
전공탐구
수업활동
대학원진학준비
2-3명
4-5명
6-7명
7-8명
8명 이상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이상
4주 이내
4-8주
8-16주
16-32주
32주 이상
자발적으로
동료권유
선배권유
교수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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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121

44.6

150

55.4

145

53.5

101

37.3

25

9.2

37

13.7

164

60.5

45

16.6

25

9.2

4

1.5

47

17.3

87

32.2

121

44.7

12

4.4

46

17.0

178

65.7

28

10.3

9

3.3

10

3.7

114

42.1

98

36.2

39

14.4

9

3.3

11

4.0

82

30.3

57

21.0

118

43.5

7

2.

7

2.6

99

36.5

37

4.4

12

13.7

123

45.4

2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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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대학생들의 팀 학습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 주고받
는 대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집단 면담을 통해, 대학수준의 팀 학습 실태를 생생하
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집단 면담 일시는 면담 참여 대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
였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들(Cannon-Bowers & Salas, 2001; Gemünden & Lechler, 1997;
Henderson & Lee, 1992; Hogel & Gemünden, 2001; Johnson et al., 2007; Mathieu et al.,

에서 활용된 타당도 있는 설문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들을 한글로 번안하고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측정도구에 포함된 문항들은 국내 공유정신모형관련 연구들(강혜련, 양희동, 2003;
양동민, 심덕섭, 2009; 조현익, 소영호, 2006)에서도 번역하여 수차례 사용된 타당도 있
는 문항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영문으로 된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한글 버전 및 영어버전을 영어번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상
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는 6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기재된 설문문항을 배부하고 파일럿 테스트
를 실시하였으며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문항이나 번역 상 매끄럽지 못한 문항
내용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의미상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재차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MO와 Bartlett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영역 당 9문항씩, 총 45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르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2000; Kraiger & Wenzel, 1997)

팀 환경 및 팀 역동성 측정
대학생들이 팀 학습을 통해 경험한 팀 환경 및 팀 역동성 측정을 위해, Johnson과
동료들(Johnson et al., 2007)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도구로 제작하
였다. 수정도구의 제작과정은 앞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팀 환경은 팀원
들 간의 신뢰감, 토의 및 의사결정 환경과 같은 팀 ,분위기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팀에 대한 긍정, 신뢰, 격려, 토의, 의견 차 해소, 공개된 환경, 의견 수용, 의사
결정,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분위기를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팀 환경을 측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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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팀 역동성은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 기술, 배경, 경험을 바탕
으로 역할 분담 및 상호의존성을 극대화시켜 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
량을 의미한다(Bunderson & Sutcliffe, 2002; Champion, Medsker & Higgs, 1993; Cummings,
2004). 팀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팀 역량 집중, 상호간 도움, 역할에 대한 자부심,
역할수행의 유연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의사소통, 시간적 즉시성, 효율적인 노
력,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개인 시간 할애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공유정신모형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팀 학습을 통해 느낀 공유정신모형 수준을 과제 및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
(Cannon-Bowers & Salas, 2001; Mathieu et al., 2000; Kraiger & Wenzel, 1997)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공유정신모형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
각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9개,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9개 등 모두 18개로 구성되었다.
과제관련공유모형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과제 수행의 목표, 과제 특
성, 과제 수행 절차, 과제 수행 전략, 기능적 역할, 과제 수행 책임, 과제 수행에 필요
한 다양한 요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아이디어, 그리고 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관한 지식의 공유 등이다. 팀원관련공유모형의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팀원들의 가치관, 팀원들의 역량, 팀원들의 장점, 팀원들의 선호도, 팀원들의 과제수행
관계, 팀 내 영향력 원천, 팀 내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팀 내 정보교환 방식에 관한
지식공유 등이다.
2)

팀 성과 측정
팀 학습을 통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전 연구들
(Hogel & Gemünden, 2001; Gemünden & Lechler, 1997; Henderson & Lee, 1992)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제작한 9개의 설문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설문문항의
사례로는, 팀 결과물 도출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예: 효과적인 팀
결과물, 계획된 일정대로 산출된 팀 결과물,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통한 팀 결과물, 구
성원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팀 결과물), 만족도를 묻는 문항(예: 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수준, 팀 결과물에 대한 개인적으로 느낀 성취감 수준, 팀 결과물에 대한 외부교수, 동료, 선후배- 만족도), 그리고 달성 수준 및 우수성을 묻는 문항(예: 당초 설정된
과제 목표의 달성 정도, 팀 결과물에 대한 우수성 정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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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팀
환경

팀
역동성

과제
관련
공유
정신

팀원
관련
공유
정신

팀
성과

항목
팀 환경1
팀 환경2
팀 환경3
팀 환경4
팀 환경5
팀 환경6
팀 환경7
팀 환경8
팀 환경9
팀 역동성1
팀 역동성2
팀 역동성3
팀 역동성4
팀 역동성5
팀 역동성6
팀 역동성7
팀 역동성8
팀 역동성9
과제관련1
과제관련2
과제관련3
과제관련4
과제관련5
과제관련6
과제관련7
과제관련8
과제관련9
팀원관련1
팀원관련2
팀원관련3
팀원관련4
팀원관련5
팀원관련6
팀원관련7
팀원관련8
팀원관련9
팀 성과1
팀 성과2
팀 성과3
팀 성과4
팀 성과5
팀 성과6
팀 성과7
팀 성과8
팀 성과9

<표 2> 연구도구의 문항 및 출처

설문 문항
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자연스럽게 토의하는 분위기
팀원 간 의견 차이를 수용하는 분위기
팀 운영과 관련된 비밀이 없는 분위기
경험이 풍부한 팀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분위기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과제수행을 위해 팀 역량을 집중시킴
도움을 요청하는 팀원들을 서로 도와 줌
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
역할수행의 유연성 정도
문제발생 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
문제발생 시 팀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정도
문제 및 오류를 바로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즉시성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 정도
과제 수행을 위한 개인적 시간의 할애 정도
과제 수행의 목표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특성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을 위한 기능적 역할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을 위한 책임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지식공유
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가치관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역량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장점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단점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선호도에 관한 지식공유
팀원들의 과제수행 관계에 관한 지식공유
팀 내 영향력 원천에 관한 지식공유
팀 내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지식공유
팀 내 정보교환 방식에 관한 지식공유
효과적인 팀 결과물
계획된 일정대로 산출된 팀 결과물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통한 팀 결과물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팀 결과물
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수준
팀 결과물에 대한 개인적으로 느낀 성취감 수준
당초 설정된 과제 목표의 달성 정도
팀 결과물에 대한 우수성 정도
팀 결과물에 대한 외부(교수, 동료, 선후배 등) 만족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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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결과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개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앞에
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구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합
산척도로 나타낸 변인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구성된 경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
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설문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에서 수행되었다.

Ⅴ. 연구결과
1.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Reliability),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그리고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 AVE)과 같은 세 가지 준거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Fornell &
Larcker, 1981)과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과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비교를 통한
판별타당도 검증(Anderson & Gerbing, 1988)을 통해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
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량은 .70, 각 잠재변인의 신뢰도
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은 .50을 넘어야 하며(Chang & Tung,
2008) 판별타당도의 경우,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
이 커야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Segars & Grover, 1998). 분석결과, 요인 적재량은
모두 .70을 초과하였고 개념 신뢰도는 .919-.962 사이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은
.558-.690 사이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판별타당도 역시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도구가 각 잠재요인을 적절하
게 반영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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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λ)
신뢰도(λ )
문항
(>.70)
(>.50)
팀 환경1
.771
.594
팀 환경2
.744
.554
팀 환경3
.818
.669
팀 환경4
.747
.558
팀 환경
팀 환경5
.770
.593
팀 환경6
.756
.572
팀 환경7
.813
.661
팀 환경8
.817
.667
팀 환경9
.789
.623
팀 역동성1
.756
.572
팀 역동성2
.763
.582
팀 역동성3
.737
.543
팀 역동성4
.746
.557
팀 역동성
팀 역동성5
.737
.543
팀 역동성6
.757
.573
팀 역동성7
.774
.599
팀 역동성8
.744
.554
팀 역동성9
.704
.496
과제관련1
.738
.545
과제관련2
.800
.640
과제관련3
.732
.536
과제관련4
.736
.542
과제관련
과제관련
5
.701
.496
공유정신
과제관련6
.759
.576
과제관련7
.786
.618
과제관련8
.803
.645
과제관련9
.778
.605
팀원관련1
.812
.659
팀원관련2
.775
.601
팀원관련3
.816
.666
팀원관련4
.788
.621
팀원관련
팀원관련
5
.822
.676
공유정신
팀원관련6
.807
.651
팀원관련7
.779
.607
팀원관련8
.795
.632
팀원관련9
.814
.663
팀 성과1
.844
.712
팀 성과2
.840
.706
팀 성과3
.824
.679
팀 성과4
.819
.671
팀 성과
팀 성과5
.819
.671
팀 성과6
.810
.656
팀 성과7
.827
.684
팀 성과8
.838
.702
팀 성과9
.854
.729
a: AVE는 요인적재량(λ)의 제곱을 각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수로 나눈 값이다.
변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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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a

(>.70)

(>.50)

0.934

.610

0.919

.558

0.924

.577

.942

.642

.962

.690

정한호(2011)

변인
팀 환경
팀 역동성
과제관련공유정신
팀원관련공유정신
팀 성과
a: AVE의 제곱근

AVE

<표 4>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팀 환경 팀 역동성 팀과제

팀웍

.610

0.775a

.558

.645**

.746

.577

.594**

.619**

.760

.642

.527**

.465**

.533**

.801

.690

.391**

.484**

.510**

.504**

팀 성과

.831

* p<.05, ** p<.0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χ 검증 결과, p<.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 의 영가설은 ‘모형과 자료는 일치한다’로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형은
본 연구모형처럼, χ 검증에서 기각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2

2

(Bentler, 1989; Doll, Xia, & Torkzadeh, 1994; JÖreskog & SÖrbom, 1993; MacCallum, Browne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FI, AGFL, NFI, CFI, 그리고 RMSEA와 같
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
과, χ =1300.409(df=935, p=0.000), χ /df=1.301, GFI=.856, AGFI=.840, NFI=.921, CFI=
.976, 그리고 RMSEA=.035로서, 본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 Sugawara, 1996).
2

2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2

기준 값
연구모형

2

χ

χ /df

GFI

AGFI

NFI

-

≤3.0

≥ 0.8

≥ 0.8

≥ 0.9

1300.409

1.301

.856

.840

.921

CFI

RMSEA

.97646

.035

≥ 0.9 ≤ 0.05~0.08

3.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첫째,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은 모두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 (팀 환경은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
다) H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는 모두 채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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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p<0.001). 그러나 과제관련공유모형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면, 팀 역
동성이 팀 환경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유정
신모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팀 역동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H (팀 역동성은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
다)은 채택(p<0.001), H (팀 역동성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셋째, 과제관련공유모형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H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원관련공유정신
모형수준을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넷째, 팀 성과는 과제관련공유정신
모형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H (과제관련공유
정신모형은 팀 성과를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과 H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은 팀 성과
를 정적으로 예언할 것이다)은 모두 채택되었다(p<0.001). 다만,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이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보다 팀 성과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팀 환경과 팀 역동성도 직, 간접적으로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2], <표 6>, <표 7> 과 같다.
3

4

5

6

7

.28
2
.290

.282
.331

.30
8

.35
.359

3
.102

[그림 2] 본 연구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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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1
H2
H3
H4
H5
H6
H7

<표 6> 가설 검정 결과
팀 환경 →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팀 환경→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팀 역동성→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팀 역동성→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팀 성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팀 성과

S.E.

C.R.

P

.054

5.262

***

.064

4.422

***

.073

6.742

***

.086

1.186

.238

.071

4.649

***

.083

3.499

***

.068

5.250

***

채택여부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 P<0.001

<표 7> 변인들 간 직, 간접 효과
종속변인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팀 성과

독립변인
팀 환경
팀 역동성
팀 환경
팀 역동성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팀 환경
팀 역동성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282

-

.282

.489

-

.489

.282

.093

.375

.102

.162

.264

.331

-

.331

.290

.119

.409

.359

-

.359

-.096

.216

.120

.353

.237

.590

Ⅵ. 결 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대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팀 기반 학습에서 팀 특성이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과 공유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고찰하였다. 특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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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신모형의 선행변인으로 제시된 팀 환경과 팀 역동성, 결과변인으로 제시된 팀 성
과가 팀 내 공유되고 있는 과제공유정신모형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을 매개로 어떠
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팀 환경과 팀 역동성이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와 공
유정신모형과 팀 성과 간의 정적인 관계를 연구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팀 환경과
팀 역동성 모두 공유정신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각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두 가지 유형의 공유정신모형
은 각각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대학수
준의 팀 학습에서 ① 팀 환경과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과의 적극적인 관계, ② 팀 역동
성과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과의 적극적인 관계, ③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과 팀원관련
공유정신모형의 관계, ④ 공유정신모형과 팀 성과와의 관계, ⑤ 모든 변인들과 팀 성
과 간의 관계 등이다.
첫째,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팀 역동성은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팀원들 간의 신뢰감, 의사결정방식, 그리
고 분위기 등과 같은 환경은 팀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인식을 공유하는데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팀원들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팀 역동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Miles, Snow, 그리고 Charles(1992)의 언급처럼, 열린 팀 환경은 팀원들 간의 사적인 관계
를 조직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팀의 구성원이 대부분 5명 이하(전체의
82.7%), 그리고 주 당 모임 횟수가 2회 이하(78.3%)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팀원 중
1-2명이라도 서로에 대한 오해나 지속적인 갈등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팀 목표 도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폐쇄적인 환경보다 주요한 사
안을 팀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열린 환경이 팀원들 간에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시키며 팀원 간의 가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팀원관
련공유정신모형 구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팀 일수록 보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
며 팀원들 간의 갈등상황을 최소화시켜 팀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여러 선행
연구들(Edmonson & Smith, 2006; Tekleab, Quigley & Tesluk, 2009)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팀 학습과 학점이 연계되어 있는 경
우, 팀원 간 협의를 통한 의사 결정보다는 좋은 성적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경
- 61 -

정한호(2011)

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rban, Bowers, Cannon-Bowers & Salas, 1995). 물론 팀원
들 간 의견존중이나 의사소통과정을 배제하고 팀원 개개인의 기술, 경험, 또는 관점을
기반으로 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팀 내의 불협화음과 및 혼란
으로 팀원 간 바람직한 공유정신모형 형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Hinsz, Tindale & Volltrath, 1997; Jo, 2009). 이를 통해, 팀원들 간의 집단적인 성찰과 토
론을 기반으로 하는 팀 환경은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팀 역동성은 팀 환경보다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팀원 개개인의 능력, 기술, 배경, 경험을 기반으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팀 역동성은 과제수행을 위한 정보, 절차, 전략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
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팀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도 요구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팀 역동성을 극대화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팀 구
성 목적이 주로 자신의 전공 탐구나 수업활동(76.9%)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팀 기반 학습은 과제지향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이나 수업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전략에 대한 지식이 팀 내에서 효과적으
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팀원 돕기, 역할에 대한 자부심, 문제 발생 시
협력적인 해결,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개인의 사적인 시간까지 할애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팀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
에서 팀원 개개인의 능력, 기술, 배경, 경험을 성공적인 과업수행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과제관련 지식의 공유를 활성화 시키는데 반드시 요구된다고 언급한 양동민,
심덕섭(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제관련공유모형은 팀원관련공유모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팀 학습을 1년 이상 수행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과제를 수
행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
하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개인적인 성향은 팀 학습과정에서 그대로 표출되기도 하
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인이 아닌 팀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성향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팀원으로서의 성향은 이전에 가졌던 개인적인 특성이나
팀 외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특성으로 팀의 일원으로서만 지
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팀원관련공유모형은 팀원 개개인에 대한 자
연적인 성향에 대한 공유라기보다는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팀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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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향에 대한 지식 공유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들로 구성된 팀 학습에서, 팀원들은 과제와 관련 없이 다른 팀원들을 이해하기보다는
팀 과제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
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팀 구성 목적이 주로 ‘취업준비, 시험 준비, 전공
탐구, 수업활동, 대학원진학 준비’라는 사실을 통해 그 원인을 탐색할 수 있다. 면담결
과, 대학생들은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수행할 과제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팀을 구성
하며, 팀 목적을 달성한 후 팀이 해체되면, 개인적으로 이전 팀원들을 다시 만나는 경
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수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팀의 경우, 그 현상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팀 활동이 과제지향적인 활동이
며 대학생들은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에 초점
을 두고 팀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설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도 과제관련정신모형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이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보다 팀 성과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두 변인 모두 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실증적으로 수행되었던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강혜련, 양희동, 2003;
김민정, 2005; 박원우, 최혜원, 2005; 임희정, 강혜련, 2005; 조현익, 소영호, 2006; Carson
et al., 2007; Ensley et al., 2006; Klimoski & Mohammed, 1994; Kraiger & Wenzel, 1997;

그러나 국내 대학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과제관
련공유정신모형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한 조일현(2010)의 연구결과
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적인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팀원이 지닌 개인적 역량에 적합하게 과제를 배분하고 미흡한 부분은 서
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개인별로 동등한 분량과 역할을 획일
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일현, 2010; Druskat & Kayes, 2000).
이로 인해 팀원들 간에 지식을 공유해가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이나 상호의존적이
고 보완적인 활동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일현(2010)
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탐색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프로젝트 수업환경에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 팀 전체의 공유나 동의 없이 일정
수준의 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과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팀원들이 과제 수행에 관심이 없는
경우, 학점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충
Marks et al., 2002; Mathie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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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논의 및 공유 없이, 팀원들 간의 역할 및 분량을 균등히 배분하고 결과물을 수합
한 후, 1-2명이 최종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수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조일현(2010)의 연구와 상반되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는 수업활동과 관련된 팀이 전체 팀의 50%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최종 결과만을 평가하기보다는 활동과정
까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중간 결과물
을 모두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팀 환경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물론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팀 환경도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환경, 팀 역동성과 같은 선행변인은 모두 공유정신모형을 매
개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
니지만, 팀 환경이 팀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팀
역동성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같은 원인
을 탐색하기 위한 면담결과, 대학생들은 팀 환경보다 팀 역동성을 과제수행 및 해결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팀원들 간의 단합
및 유대감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동아리 활동과 달리, 팀 학습에서는 당면한 과
제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바람직한 팀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팀원 간의 유대감보
다는 과제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향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부정
적인 팀 환경은 팀원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팀 학습을 저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는 팀 자체의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 이
루어지는 팀 학습에서, 학생들은 바람직한 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지만 과제 수행 및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갈등적인 상황을 유발하
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의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팀 학습과 관련하여
이론 및 실천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과제 및 팀원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
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팀 환경
과 팀 역동성 모두, 팀 내에 존재하는 공유정신모형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
났지만, 과제관련정신모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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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원들 간의 신뢰감, 토의 및 의사결정 환경, 그리고 분위기
와 같은 팀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과제관련공유정신모형이 올바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팀의 경우, 팀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팀은 환
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대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팀 학습에
서 과제관련지식공유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해 주었다. 특히 과
제관련공유정신모형이 팀원관련공유정신모형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은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분업화를 기반으로 팀 과제를 균등히
배분하고 이를 조합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조일현(2010)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팀원들 간의 정서적인 이해나 공유보다는 과제 자체에 중점을 두
고 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수준의 팀 학습에서, 팀
원들 간의 정서적인 공유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노력보다는 과제수행
을 통한 팀원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과제수행과정에서 팀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제수행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 일부 개인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제기반의 팀원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과제관련 지식의 공유와 팀원관련 지식의 공유 간에 균형감 있는
관계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팀원 개개
인의 역량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이를 팀 차원의 공유된 역량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다면 당초 목표로 했던 팀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팀장의 폐쇄적인 리더십보다는 팀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과제수행, 그리고 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팀원들 간의 협력 및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조직전체에 이익이 되며 궁극적으로 그 팀에 속한 구성원들의 개인적
인 발전과 부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졸업 후, 기업이나 기관조직의 일원으로 업무
를 수행할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대학생들에게 공유정신모형, 특히 팀원관련공유정신
모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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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과제 및 팀원과 관련된
지식을 지식자체의 수준이 아니라 팀원들이 지각하고 느낀 수준에서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팀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팀 단위의 학습을 통해
서 경험하고 느낀 지각수준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은
개인이 느끼는 팀 수준의 변인, 예를 들어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shared value)와
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할 때, 이들 변인에 대한 개별 구성원의 지각수준에서
팀 성과를 파악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Beatty, 1988; Hunt, Wood & Chonko,
1989). 또한 조직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적 변인들과 이들의
지식공유 수준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으며 팀 학습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권업, 2004). 그러나 동일한 팀이라고 하여도 구성원의
특성이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수행과제의 유형에 따라 팀원 개인이 인지하는 수준
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문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정도가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부분인 과제관련 및 팀원과 관련하여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정신모형을 측정하는 연구도구의 문제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가 공유정
신모형의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자들에 의해서 활용되었고 신뢰
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연구도구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지
만, 설문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도구의 한계로 인해 공유정신모형이라고 하는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팀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하여 팀 내에 공유되고 있는
과제 및 팀원관련지식을 탐색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단위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60%이상이 대
학 2학년 수준에서의 팀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대학 전체의 팀
학습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팀이 아닌 구성원이고 특
정 학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응답자의 대표성문제와 결과의 일반화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팀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팀
을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확장시켜 본 연구의 일반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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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red Mental Model in Team Based Learning of University:
Antecedents and Consequence*
†

Hanho Jeong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shared mental model in team
and its consequential effects to team performance. In this study, team environment and team
dynamics were considered as the antecedents of Shared Mental Model(SMM) while team
performance is considered as the consequences of team-related SMM and task-related SMM. To
pur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7 hypotheses were develope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Data
were collected by letting students answer a questionnaire from 3 different universities in Seoul
and a total of 27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four major
findings.
First, team environ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eam-related SMM but team dynamics
has no influence on team-related SMM. Second, team dynamics had more direct influence on
task-related SMM than team environment. Third, Task-related SMM had direct influence on
team-related SMM. Fourth, task-related SMM had a more direct influence on team performance
than team-related SMM but both of them was associated with team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team based learning in Universities
are being discussed.
Key words : Task-related Shared mental model, Team-team related Shared mental model, Team environment,
Tea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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