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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팀 과제수행력, 팀워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 영 민†(한국교육개발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웹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내향성, 외향성)에 의한 팀 구성방
식이 팀의 과제수행력, 팀워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48명의 학습
자들을 성격유형에 따라 4명씩 내향성 팀, 외향성 팀, 내․외향성 혼합 팀에 배치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팀 과제수행력의 경우 각 성격유형별 팀 구성방식에 따라 과
제수행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팀워크의 경우 각 성격유
형별 팀 구성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팀 상호작용의 경우도 메
시지의 수, 상호작용의 빈도, 게시기간의 차이, 단어 수의 차, 평균단어 수의 차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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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특정한 역할을 부여 받아 상호작용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가
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팀 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예, Michaelsen, Knight, & Fink,
2004). 이는 교사를 중심으로 개념 위주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의식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또 학습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교환하
거나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의 동기나 책무성 측면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Freeman, 2004). 팀 학습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예, Knight, 2004), 팀 학습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수업에 대한 몰입도, 동기, 비판적 사고력이 증진되었으며 상호작용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팀 학습을 네트워크화된 웹 기반 환경에서 구현함으로써 교실 환경에서 이루
어져 온 전형적인 팀 학습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Godar & Ferris,
2004). 웹 기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팀 학습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명 이상
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강의의 경우에도 팀 과제별로 3-5명 수준의 학습자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스케폴딩(scaffolding) 활동, 동료들 간의 튜
터링(tutoring), 교사의 개별적인 조언과 처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적응적인 학습지원
등이 가능하다(Ferris & Godar, 2006; Springer, Stanne, & Donovan, 1999). 둘째, 학습자들은
특정 지역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국가와 지역에서도 융통적으로 참
여할 수 있다. Fayard(2006), Hashimoto와 Lehu(2006) 등은 웹 기반 팀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의 학습자들이 함께 사례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팀 학습을 실
시하였다.
셋째, 웹 기반 팀 학습을 통해 교실 중심의 팀 학습과는 상이한 팀 의사소통, 팀 조
율, 팀 갈등해소 등과는 상이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해 볼 수 있다(Entin, & Serfaty,
1999). 교실의 팀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는 학습자간 직접 대면과정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웹 기반 팀 학습에서는 학습시간과 학습
공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웹 게시판, 메신저, 비디오 폰 등 전혀 새로운 의사소통 구조
와 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의사소통의 과정도 교사의 설계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교실 중심의 팀 학습과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웹 기반 팀 활동시 학습자의 동기, 태도,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raiger & Wenzel, 1997).
넷째, 각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이 고려하여 최적의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리더, 연구자, 평가자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학습과정, 결과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과
할 수 있다(Cannon-Bowers, & Salas, 2001). 구성된 팀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제를 명확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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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사고와 행동방식을 조율하며 자신의 의사소통,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팀 학습을 통해 팀 구성원들의 응집력, 사기,
신뢰감, 만족감 등 정의적인 측면이 향상될 수 있다(Michaelsen, 2004). 또 서로 다른 다
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시각을 교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므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Cragin, 2004).
많은 연구자들이 웹 기반 팀 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탐색해 왔
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반적인 주제들로는 웹 기반 팀 학습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규명(Ferris & Godar, 2006), 웹 기반 팀 학습을 위한 교수전략 개발 및 설계
(Godar & Ferris, 2004), 웹 기반 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협상전략, 문제해결 과정 분석
(Birmingham & McCord, 2004; Potter & Balthazard, 2004), 웹 기반 팀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미디어의 유형과 커뮤니케이션 과정(Stout, 2006), 웹 기반 팀 과제의 설계와 개발(Staples
& Cameron, 2004), 웹 기반 팀 학습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Springer, Stanne, &
Donovan, 1999), 국제적인 웹 기반 팀 학습의 실행(Hashimoto & Lehu, 2006) 등이 있다.
웹 기반 팀 학습 연구의 주된 흐름중 하나는 팀 을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팀 구성방식은 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연령, 성별, 사전지식 등과 같은 팀 구
성원의 특성요인(Michaelsen, 2004), 팀 구성원 수, 팀 소속기간, 팀원 선발과정과 같은 팀
의 구조요인(Staples & Cameron, 2004), 자가 배치, 임의 표집, 능력별 배치와 같은 분류
방식요인(Birmingham & McCord, 2004) 등에 의해 팀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팀
구성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따라 살펴본다면 팀 구성방식은 학습자 내적
변인, 팀 구조 및 구성요소 변인, 팀 구성원 분류체계 변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Potter와 Balthazard(2004)의 연구에 따르면 팀 구성방식은 팀 조직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방식, 갈등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련의 선행연구에 따르면(예, Rentsch & Klimoski, 2001), 팀 구성방식의 주된 요인으
로 팀 학습자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팀 학습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팀 구
성방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학습과정, 상호작용, 의사소통, 팀 소속
기간, 정보의 공유, 전체적인 산출물의 달성 여부 등은 궁극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Caropreso & Chen,
2003; Mohammed & Angell, 2004). 특히 Ahn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성과 외향성에
의한 성격별 집단 구성방식이 학습자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협력 방식에 중요한 영향
1)

1)

팀(team)과 집단(group)은 과제의 연속성, 참여 구성원의 유형과 수, 지향하는 산출물에 따라 서
로 다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자세한 설명은 Brannick & Prince [1997] 참조).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사전연구들에서 제시된 집단의 성격이 팀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팀의 일반적인 속성
과 특징에 부합한다면 기존 연구의 집단을 팀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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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hen과 Caropreso(2004)의 연구 결과 성격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성한 결과 의사소통의 방식, 과제의 몰입, 의사소통의 지속성 등에 차이
가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팀 구성방식
에 있어 학습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과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기존 연구결
과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의 결
과적인 측면(과제수행력, 산출물, 문제해결력 등)보다 학습의 과정(상호작용, 의사소통방
식, 토론과정, 참여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 방
식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미흡하다.(예, 김신자, 이정민, 2003; 류수영, 강오
한, 2001; 정희태, 김영환, 백현수, 2005; Ahn, 2003; Chambers, Smith, Sienty, & Hardy,
2001; Chen & Caropreso, 2004). 둘째, 팀 구성방식이 개인학습 과정 외에 팀 협동작업인
팀워크(teamwork)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도 드물다(Fletcher, & Major, 2006).
셋째,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로 Henri(1992)의 분류체계(사회
적, 상호작용적, 인지적, 메타인지적 상호작용)를 주로 활용함으로써 팀 학습의 구체적
인 상호작용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학습자
집단의 과제 수행력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다수 채택된 내향성(introversion)과 외향성(extroversion) 유형을 성격유형의 기본 분류체계
로 채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
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팀 과제 수행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팀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학습자의 상호작용(게시된 메
시지의 수, 메시지의 유형,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유형별 게시기간 차이, 게시물의 단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자의 성격과 학습

일반적으로 성격(personality)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태어날 때부
터 타고난 정신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타고난 능력이 변화하며 표출되는 특질(trait)로 보기도 한다(Jonassen & Grab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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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연구(p.72)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은 연구자들에 따라: 1) 즉흥적
행동성(surgency),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지성(intellect); 2) 외향성(extroversion),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3) 사교적 외향성(social extroversion), 친화성, 충동 통제
(impulse control), 신경증, 지적 흥미(intellectual interests); 4) 외향성, 친화성 대 냉담성
(agreeableness vs. cold-heartedness),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문화(culture)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유형의 분류체계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유형을 효과적으로 검사하
기 위한 도구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MBTI는 인간의 성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피검사자들이 제시된 이분변인 형태의
94개의 문항을 선택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본래 MBTI는 학습자의 내향성과 외향성의
범주 변인 외에도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판단
(judging)과 인식(perceiving)의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피검사자는 제시된 문항을 숙독한
후 자신의 성격유형을 설명하는 2가지 설명문 중에 자신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를 선
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느 사람이든지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을 모두 내재할 수 있
으나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양명희, 2005). MBTI의 성격 분류
중에서도 학습과 관련된 주된 성격유형은 내향성과 외향성이다(박인우, 1998; Jonassen &
1993). John(1990)

Grabowski, 1993).

내향성은 사고나 행동이 인간 자신의 내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reflective-oriented)으로
내향성 경향이 높은 학습자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숙고적인 특성이 있다. 또 외부 환
경의 자극에 민감하여 자극이 덜한 환경을 선호하고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ussbaum, 2002). 외향성은 사고나 행동이 인간 자신
의 외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action-oriented)으로 외향성 경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의
견을 구두로 표현하기 좋아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Anderson & Simpson, 2004). 이러한 성향의 학습자들은 사회성이 높고
사교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외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상황을 개선하기를 선
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이러한 내향성과 외향성의 성격 유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신자,
이정민(2003)의 연구와 류수영, 강오한(2001)의 연구에서 외향성, 내향성, 외향성과 내향
성 혼합집단에 분류하고 상호작용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혼합집단의 가장 높은 상호작
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 해결 지향적인 외향성 학습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 노력과 반추와 숙고를 반복하는 내향적 학습자들이 혼합집단으로 편성될 경
우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박인우(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비동시적 가상토론의 경우 학습자의 내, 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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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태, 김영
환, 백현수(2005)의 연구에서도 내, 외향성의 영향력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외향, 내향, 중간집단으로 나눠 비실시간 토론을 실시한 결과 Henri
의 분류체계중 인지적 상호작용 빈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태희,
한재영, 서인호, 전경문, 차정호(2000)의 연구에서는 내, 외향성에 의한 집단구성방식이
학업성취도나 탐구사고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팀 구성방식과 학습

팀 구성방식은 웹 기반 팀 학습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중 하나로서, 팀
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유형과 내, 외부 위치, 구성방식 등에 따라 3가
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팀 학습자의 인구학적, 심리학적, 개인차 등 팀
구성원 특성요인에 의거한 구성방식이 있다(Michaelsen, 2004). 다시 말해 학습자의 지적
수준(Potter & Balthazard, 2004), 직무 경험, 학습경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학습
양식, 남녀의 성별(Busch, 1996; Michaelsen, 2004), 학습자의 다양성(Birmingham & McCord,
2004), 타고난 자질, 성격, 태도, 가치관(Mohammed & Angell, 2004), 인생경험, 학습준비
도, 응집력, 인내심, 갈등 조정 능력, 조직경험(Rentsch & Klimoski, 2001) 등이다. 일련의
연구결과(예, Downs & Jenkins, 2002)를 종합하면 학습자의 특성요인에 의해 특정한 목표
나 태도의 달성 정도가 달라지고 상호작용의 증가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팀의 조직화 형태, 팀 구성원 배치 등 팀 구조를 반영한 구성방식이 있다
(Staples & Cameron, 2004). 다시 말해, 팀 학습자의 수, 팀 코디네이션, 팀 학습자의 소속
기간(Potter & Balthazard, 2004), 팀 구성원의 선발방법, 팀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 정도
(Espinosa, Lerch, & Kraut, 2004), 팀 내의 역할부여(Freeman, 2004) 등이다. 셋째, 팀 학습자
들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구성방식이 있다(Birmingham & McCord, 2004). 자기 스스로 원
하는 팀에 선택하는 자가 배치방식, 임의 표집하여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식, 개인의 능
력과 특성에 따른 배치방식, 팀 학습자의 협의에 의한 방식(Birmingham & McCord, 2004)
등이 있다.
웹 기반 학습환경 하에서도 위에 열거한 다양한 팀 구성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Busch(1996)는 15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구성의 효과성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성별로는 남
성보다는 여성 학습자 집단이 더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활동의 수준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이 혼성 집단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의 수학능력의 정도에 따라 동질 집단과 이질집단을 구성한 Brush(1997) 실험연구에서는
학습능력이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유사한 능력으로 구성된 집단보다 학습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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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또 Strijbos, Martens, Jochems, Broers(2004)의 연구에서는 참여집단의 학습
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과제수행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집단
효능감 증진에는 유의미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 유형에 의한 팀 구성 방식의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다음과 같다. Caropreso와 Chen(2003)의 연구에서 개인 성격유형이 상호작용, 커뮤니
케이션 패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감정, 태도, 의견 등에도 유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위의 종속변인들에 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hn(2003)의 연구에서는
25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오히려 내향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더욱 협력적이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김신자, 이정민(2003)과 류수영, 강오한(2001)의
연구에서는 내, 외향성 혼합 집단이 내향성, 외향성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집단들보다
상호작용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팀 기반 e-러닝” 과목을 수강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대학원생 4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이었고 표본 크기는 검정력 분석
(power analysis)을 통해 최소 표본 수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남, 여 각 23명과
25명이었다. 각 참여자들은 전일제 대학원생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현업에 종사
하는 직장인들로서 모두 웹 기반 코스를 1회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고 실험연구 참여
에 동의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학습자를 내향성과 외향성에 의한 성격유형에 따라 분류 배치하기 위하
여 MBTI 검사를 실시하였다. MBTI는 총 9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가지의 차원(외
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중 대표적인 성격 특성인 외향성과 내향성
에 관한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MBTI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결정짓는 도구로서 대립되는 성격유형 중 선호경
향에 따라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양명희, 2005). 연구자는 MBTI 서비스를 제공하
는 웹 사이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진단 받은 후 그 결과를 보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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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www.mbti.com).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팀 과제수행력, 팀워크, 팀 상호작용이었다. 첫째, 팀 과제수행
력은 프로젝트 경험이 10년 이상인 두 명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선발하여 배점기준(니
즈 분석, 예산 계획 수립, 일정 관리 요령,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평가 및
관리 등)을 교육한 후 채점을 하도록 했다. 최종배점은 이들 두 명의 배점을 합산하여
나눈 값으로 부여하였고 만점은 100점이었다. 팀들 간 팀워크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Rosenstein(1994)의 “Teamwork process scale”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팀 태도(team orientation), 팀 의사소통(team communication), 모니터링(monitoring), 피드백
(feedback), 지원활동(backup behavior), 팀 조정력(coordination)의 하위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
다. 각 요소별 문항수는 21, 14, 12, 12, 12, 12이고 인식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단 척도에 기표할 수 있다. 팀 태도 문항의 예는 다
음과 같다. “우리 팀원들은 팀의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각 측정요소별 내
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lpha는 팀 태도(.91), 팀 의사소통(.87), 모니터링(.93), 피드
백(.93), 지원활동(.92), 팀 조정력(.90)이였다.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팀별로 학습자에 의해 게시된 메시지의 유형 및 상호작용
형태들을 함축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hen과 Armstrong(2004)의 프로젝트 기
반 코스에서의 상호작용 부호화 지침서(coding scheme)를 참조하였다. 이 지침서는 Poole
과 Holmes(1995, p. 105)의 직무 범주 시스템, Jeong(2003, p. 27)의 협력적 상호작용 부호
화 지침서 등 기존 연구들에서 다수 활용되었던 지침서를 토대로 프로젝트 학습 이론
<표 1> 팀 학습에서 학습자의 메시지 유형별 부호화 지침서
단계
부호화
내용
계획안 진술
ST
팀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 진술
계획안 지지
SU
진술된 계획안에 대한 동의 의견 제시
계획안 비판
OP
진술된 계획안에 대한 비평, 비판 의견 제시
정교화
EL
진술된 계획안에 대한 부연 설명
동의/비동의
SI
선행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동의나 비동의
응답
AN
질문에 대한 상세화된 응답 제시
질문 제기
AS
논의 내용을 상세화하기 위한 질문 제기
협의
NE
의견 합의를 이루기 위한 진술
결론 도출
DR
팀 과제 해결에 관한 의사 결정
방향 제시
OR
팀 과제 해결 과정의 수정, 성찰, 안내
기타
NT
팀 과제 해결과 관련이 적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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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조되어 개발되었다. 지침서에 따르면 웹 기반 팀 학습에서 학습자의 메시지는
<표 1>에 제시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기타 단계는 주로 팀 학습 활동 초기
에만 나타나므로 부호화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호들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작성된 메시지들을 의미에 맞게 정확히 부호화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두 명의 팀 학습 전문가들이 웹 기반 팀 학습의 부호
화 지침서를 학습하고 숙달하였다. 두 평정자가 모든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산출한 평정
자간 신뢰도 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는 .81이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40에
서 .60일 때는 일치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60에서 .75일 경우 일치도가 높은 편이라
고 판단하며 .75 이상일 경우 일치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부호화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6년 봄 학기 기간 중 10-15주차 동안 이루어졌다. 7주차 이후 본 연구
에 참여한 4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여 내향성, 외향성, 혼합 팀
중 한 팀에 분류 배치하였다. 성격유형별로 4팀씩 총 12개의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의
소속된 학습자의 수는 4명이었다. 9주차에 연구의 목적, 일정, 팀 구성방법, 학습방법,
학습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웹기반 학습 시스템을 통해 제시하였다.
학습 진행요령도 자세히 안내하였고 팀 학습 결과로 제시해야 할 팀별 과제도 자세히
제시하였다. 연구 외적인 영향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치조건(예, 상호작용방법,
교수전략 등)들을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10주부터 연구자는 각 팀별로 팀 과제를 부여
하였다. 팀 과제는 여러 유형의 교육기관들을 배경으로 한 상황 시나리오를 토대로 각
기관의 교육요구와 수행문제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었다.
제공된 시나리오 과제를 토대로 프로젝트 일정, 예산, 단계별 실행전략, 관리, 평가도
구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왜 그런 계획
을 세웠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각 프로젝트 요소마다 부연 설명하도록 하였다.
각 팀 학습자들은 팀별로 주어진 웹 게시판에서 상호작용하며 해당 주에 학습한 내용
을 토대로 프로젝트 계획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또, 각 팀의 학습자들
은 프로젝트 관리자, 교수설계자, 예산분석가 등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맡았다. 마지막
15주 이후 모든 팀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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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별 팀 구성방식에 따른 팀 과제 수행력, 팀워크, 상호작용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팀 간 비교설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기술하였고 세 팀 간 비교를 위한 기본 가정들(이상치[Outlier] 분석, 정
규성 검정, 동변량성 검사 등)을 점검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팀 과제수행력과 과
제수행에 관한 인식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팀워크, 상호작용(게시된 메시지의 수, 상호
작용의 빈도, 성격유형별 게시기간 차이, 게시물의 단어 수) 수준은 다변량분석
(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 후 종속변인에 대한 팀 간 차이가 나타났을 경
우, 각 종속변인의 하위변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과 사후
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13.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팀별 상호작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팀별로 웹 게시판에 작성된 각각의 메
시지들을 분석하여 부호화하였다. 예컨대 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진술된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면 이를 계획안 지지(SU)로 부호화하였다. 분
석단위로는 각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주된 개념들을 찾아 전체적인 의미를 환원하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메시지 부호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메시지 유형별 수(예, 계
획안 비판[OP]: n=21, 질문 제기[AS]: n=18), 상호작용의 형태(예, 계획안 진술[ST]-계획
안 지지[SU]: n=13, 협의[NE]-결론 도출[DR]): n=25) 등을 제시하였다. 성격유형별 게시
기간의 차이는 먼저 메시지가 게시된 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후속 메
시지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고 게시물의 단어 수는 각 팀별로 게시된 메시지의 수와
각 학습자가 메시지를 작성할 때 얼마만큼의 단어 수를 작성하였는지를 함께 분석하였
다.

Ⅳ. 연구 결과
1. 기초 자료분석

과제 수행력과 팀워크 변인들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
다. Q-Q 도표 분석결과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2. 과제 수행력 분석결과

과제 수행력 변인에 대한 .01 유의 수준의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결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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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력
팀워크

팀 태도
팀 의사소통
모니터링
피드백
지원활동
팀 조정력

<표 2> 과제 수행력과 팀워크에 관한 기초분석 자료
외향성 팀 (n=16)
내향성 팀 (n=16)
혼합 팀 (n=16)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88.5

85.0

86.0

3.80

0.85

4.13

0.70

4.12

0.57

3.84

0.69

4.21

0.50

4.12

0.12

3.63

0.19

4.06

0.56

3.91

0.13

3.74

0.69

4.09

0.54

4.04

0.38

3.72

0.78

4.02

0.52

3.90

0.44

3.72

0.63

3.98

0.50

4.06

0.35

주1) 과제 수행력의 경우 평균(mean: M)이 아닌 중앙값(central tendency: Mdn)임. 비모수 통계의 경
우 정규성 가정을 위배되므로 중앙 집중치를 평균으로 제시하기보다 중앙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Field, 2005).

수행력(D=.334, p<.01)은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분석결
과 특별한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동변량성 가정에 관한 Levene 검사 결과도 해당
변인이 동변량성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수행력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
였기 때문에(D=.334, p<.01), 비모수 통계 분석법인 Kruskal-Wallis H 검증을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력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격유형별 팀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H(3)=10.58, p<.01). 어느 팀들 간의 차이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
계의 사후검증법(Post-hoc test) 중 하나인 Mann-Whitney 후속 검증법(Mann-Whitney followup U test)을 실시하였다.
일종 오류(Type I error)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Bonferroni 교정법(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도 수준을 .05에서 .0167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각 팀 간 차이 파악결과,
외향성 팀과 내향성 팀 (U=48, r=-.56), 외향성 팀과 혼합 팀(U=64, r=-.43)간에 과제 수
행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향성 팀과 혼합 팀(U=112, r=-.11 ) 간
과제 수행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의 학습자들
로 팀을 구성하면 내향적인 성격의 학습자 팀이나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혼합된 학습
자들로 이루어진 팀보다 과제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팀워크 분석결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통계분석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
의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팀워크의 각 하위 측정변인에 관한 .01 유의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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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정규성 검정(multivariate normality)결과, 팀 태도(D=.104,
p>.01), 팀 의사소통(D=.106, p>.01), 모니터링(D=.111, p>.01), 피드백(D=.098, p>.01), 지
원활동(D=.121, p>.01), 팀 조정력(D=.088, p>.01)의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인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homogeneity of
covariance matrices)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하위 측정변인들에 대한 동변량성 가정에
관한 Levene 검사와 각 측정변인들간의 공변량 가정에 관한 Box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
두 기본 가정들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료분석 실시 후 각 성격유형
별 팀 구성방식 간에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o statistical difference). 따라서 성격유형별 팀 구성방식이 팀워
크의 각 하위 요소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Wilks's
Kolmogorov-Smirnov

lamda=.794, F(12,82)=.813, p>.01).

4. 상호작용 분석결과

상호작용에 관한 하위 변인들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
다. Q-Q 도표 분석결과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메시지 수
(n=776)

상호작용 빈도
(n=452)

게시기간 차이
(분)
전체 단어 수
(n=35009)

<표 3> 상호작용 변인에 관한 기초분석 자료
외향성 팀
내향성 팀
혼합 팀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67.25

27.26

55.75

31.17

68.25

20.69

176

44.00

135

33.75

141

35.25

737.23

1030.96

772.54

1049.61

753.14

1153.10

2663

1338

2653

1197

3435

829

게시당 평균
39.52
7.96
49.86
11.66
48.59
17.69
단어 수
주1) 상호작용의 빈도는 한 메시지가 게시된 후 후속 메시지가 게시된 횟수를 의미함. 두 메시지
가 연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메시지가 게시되거나 후속 메시지가 없는 경우는 상
호작용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주2) 게시기간의 차이는 선행 메시지와 후행메시지 두 메시지의 게시시간의 차이(=상호작용 발
생시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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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별 팀들 간의 상호작용 하위 측정변인들을 분석하였다. .01 유의 수준의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결과, 게시된 메시지의 수(D=.122, p>.01), 게시물의 단어
수(D=.122, p>.01)와 같았다. 왜도와 첨도 분석결과 메시지 수와 단어 수의 측정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변량성 가정에 관한 Levene 검사 결과 메시지
수와 단어 수의 변인들이 동변량성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F =.589, p>.01, F =
.352, p>.01). 메시지 수에 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유형별 팀들 간에는 메
시지 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270, p>.01). 게시물의 단어
수의 경우 외부자료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였을 경우 각 성격유형별 팀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 =.618, p>.01), 단순 빈도조사 결과
성격유형이 혼합된 팀(n=3435)이 단일한 성격유형의 외향성 팀(n=2663), 내향성 팀
(n=2653)들보다 게시된 단어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팀별로 게시된 메시지
별로 평균 단어수를 파악한 결과 내향성 팀이 메시지마다 가장 많은 단어수를 작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평균 50단어) 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 =
[2,9]

[2,9]

[2,9]

[2,9]

[2,9]

.911, p>.01).

각 성격유형별 팀들의 메시지 유형의 빈도수는 <표 4>와 같다. 상호작용 빈도수의
경우 외향성 팀은 총 176회의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내향성 팀은 135회, 혼합 팀은 141
회 나타났다(<표 3> 참조). 정규성(D=.143, p>.01)과 동변량성(F =.359, p>.01) 검증
후 각 팀별로 상호작용 빈도수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270, p>.01). 그러나 각 성격유형별 팀들 간에 메시지 유
형에 따라 게시된 메시지 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 [18]=42.144, p<.01).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의 빈도수에는 각 팀별로 차이가 없으나 상호작용의 내용 측면에
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향성 팀의 경우 방향제시(OR)-방향제시(OR)
(n=14)와 동의/비동의(SI)-동의/비동의(SI)(n=10)의 상호작용이 다수 나타났고 내향성 팀의
경우 방향제시(OR)-방향제시(OR)(n=14)와 협의(NE)와 협의(NE)(n=8), 혼합 팀의 경우 동
의/비동의(SI)-동의/비동의(SI)(n=22)와 방향제시(OR)-방향제시(OR)(n=14)가 다수 나타났다.
각 성격유형별 팀의 선행메시지와 후행메시지의 게시기간 차이(=상호작용 발생시간)
를 분석한 결과, 외향성 팀은 대략 737분(12시간)마다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내향성 팀은
대략 772분(13시간)마다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혼합 팀은 대략 753분(12시간 30분)마다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세 팀 간의 게시기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여(D=.237, p>.01), Kruskal-Wallis H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격유형별 팀들 간에
메시지 게시기간의 차이(=상호작용 발생시간)가 없는 것 나타났다(H(3)=.424, p>.01).
[2,9]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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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후행

외향성 팀
(n=176)

내향성 팀
(n=135)

혼합 팀
(n=141)

<표 4> 각 팀별 메시지 유형 및 상호작용 빈도수
ST

SU

OP

EL

SI

AN

AS

NE

DR

OR

팀별 총합

ST

2

7

2

1

4

0

2

2

0

4

24

SU

0

3

1

1

6

1

0

1

1

2

16

OP

0

1

3

0

2

1

3

1

1

3

15

EL

1

0

1

5

6

0

0

0

1

1

15

SI

0

1

0

1

10

1

2

0

0

2

17

AN

1

0

0

0

2

2

0

0

2

4

11

AS

0

0

0

0

2

6

1

0

1

1

11

NE

0

1

1

0

3

1

0

5

0

1

12

DR

1

0

3

1

3

2

3

3

0

1

17

OR

3

0

6

2

7

2

2

2

0

14

38

ST

3

2

2

0

2

0

0

0

0

7

16

SU

1

3

3

0

2

0

0

0

0

3

12

OP

0

0

5

0

4

1

3

2

1

2

18

EL

0

0

0

0

2

0

0

0

0

0

2

SI

0

1

3

0

6

0

0

0

0

4

14

AN

0

0

0

0

0

0

0

0

0

1

1

AS

0

0

0

0

0

3

1

0

0

1

5

NE

0

1

5

0

5

0

0

8

0

1

20

DR

0

0

3

0

5

0

0

4

0

3

15

OR

0

1

1

1

6

0

5

3

1

14

32

ST

3

5

2

0

7

0

0

0

0

6

23

SU

1

2

0

0

2

1

0

0

1

4

11

OP

0

1

1

0

0

0

0

0

0

3

5

EL

0

0

0

0

5

0

0

0

0

0

5

SI

0

0

0

1

22

0

0

0

1

4

28

AN

0

1

0

0

1

0

0

0

0

0

2

AS

0

0

0

0

1

3

0

0

0

2

6

NE

0

0

0

0

3

0

2

5

0

4

14

DR

0

1

0

0

4

0

1

2

0

2

10

OR

1

2

1

0

8

0

1

5

1

18

37

주1) 팀 과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타(NT)는 메시지 수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주2) 표 상단의 ‘선행’은 상호작용시 선행하는 메시지의 유형이고 ‘후행’은 후행하는 메시지의
유형임. 예컨대 외향성 팀의 ST-ST의 상호작용은 2회, 내향성 팀의 SU-SI의 상호작용은 2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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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이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과제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수행력의 경우 각 성
격유형별 팀 구성방식에 따라 과제수행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H(3)=10.58,
p<.01). 외향성을 지닌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팀의 과제수행력이 내향성을 지난 학습자
팀이나 두 성격이 혼합된 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 중 노태희 등(2000)과
Rentsch와 Klimoski(2001) 등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또 팀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조하
고 구성방식의 혼합성을 언급한 기존 연구들(예, Birmingham & McCord, 2004)의 견해와
도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와 일부 상반된 본 연구의 결과는 외향성
학습자의 특성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외향성 팀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외향성
학습자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외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이 내
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에 비해 외부의 자극에 쉽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며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성향 때문으로 보인다.
외향적 학습자들은 복잡한 외부 세계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처할 뿐만 아
니라 익숙하지 않은 타인들과도 쉽게 사교적인 교제를 이루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차
나 원리들에 관용적이다(Jonassen & Grabowski, 1993). 또 과제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팀
과제와 같은 문제해결형 과제에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함으로써 협력적인 문제해결과정
자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성격을 통해서 외향성을 지닌 학습자
들이 다른 팀들의 학습자들보다 과제 수행력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웹 기반 팀 성과의
주요 영향변인 중에 하나인 동기 등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Ferris & Godar, 2006)이나 팀
과제 자체의 설계나 팀 협력과정(Staples & Cameron, 2004)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팀워크의 경우 각 성격유형별 팀 구성방식에 따라 팀워크 수준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Wilks's lamda=.794, F(12,82)=.813, p>.01). 팀 태도, 팀 의사소통,
모니터링, 피드백, 지원활동, 팀 조정력 등의 팀워크 하위변인들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다양한 팀워크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Chen &
Caropreso, 2004). 또 본 연구의 대상 모두가 연구 참여 이전에 강의를 통해서 ‘팀 기반의
학습’ 개념적인 설명들에 대해 8주 동안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웹 기반 팀 학습환경에서 팀워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미디어나 기술들을
구현하고(Stout, 2006), 팀워크 증진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공하거나 팀 과정을 비구조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Mohammed & Angell, 2004), 팀원의 선발과 배치를 자율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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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제시하였다면(Espinosa, Lerch, & Kraut, 2004) 팀워크에 관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팀 상호작용의 경우 단순 빈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메시지의 수(F =.270, p>.01), 상호작용의 빈
도(F =.270, p>.01), 게시기간의 차이(H(3)=.424, p>.01), 단어 수의 차(F =.618, p>.01),
평균단어 수의 차(F =.91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각 성
격유형별 팀들에 게시된 메시지의 내용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X [18]=42.144, p<.01).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제시된 다수의 연구결과들과는 상
반되는 것이다. Caropreso와 Chen(2003), 김신자, 이정민(2003), 정희태, 김영환, 백현수
(2005), 류수영, 강오한(2001) 등의 연구에서는 내, 외향성 성격이 혼합된 팀 혹은 단일한
성격으로 이루어진 팀들 간에 상호작용의 빈도, 유형,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팀 구성방식이 상호작용의 다양한 제측
면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성격유형에 따른 팀별 메시지의 수, 상호작용의 빈도, 게시기간에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은 표집수의 한정성과 과제수행시기의 단기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먼저 검정력 분석을 통해 최소인원의 참가인원을 선발하였으나 보다 의미로운 판
단을 하기 위해서는 표집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0.8인 Power 값을 상
향조정하고 효과의 크기(effect size)도 증진시킴으로써 현재 각 팀별 16명인 참여 인원수
를 36명 이상으로 표집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 팀 과제의 수행시기가 5주 정도로서
현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과제수행 시간이 짧고 상호작용의 횟수나 방법에 제
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ayard(2006)의 INSEAD 경영대학원 프로젝트나 Hashimoto
와 Lehu(2006)의 웹 기반 팀 프로젝트의 경우 1학기(3개월) 이상 1년 단위로 팀 학습활동
을 진행하였다. 그 후 해당 기간에 나타났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과정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팀 과제 수행시기를 연장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격유형별 팀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과 내용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빈도 위주의 메시지 분석보다도 메시지 게시와 반응에 관한 질적인 메시
지 분석법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격유형별 팀들 간에
메시지 유형에 따라 게시된 메시지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X [18]=42.144, p<.01)은 중
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종합적인 메시지의 수와 별개로 세부적인 하위 메시
지의 유형은 각 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하위 메시지들 간에 어떤 관계
가 있고 전체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의 의미 단위 분석법
(thematic analysis) 등을 적용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9]

[2,9]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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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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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내, 외향성 성격유형에 의한 팀 구성방식을 통해 학습의 효과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방식 제시 전략 외에도 내향성과 외향성 학습자의 특
성을 고려한 사전 학습전략 고안, 성격유형을 고려한 상호작용 방식의 구조화, 각 성격
유형에 적합한 미디어 및 의사소통 도구의 제공, 내, 외향성을 고려한 교수방법의 제시
(예, 내향성의 경우 생각을 정리하고 보다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외향성의 경
우 다른 학습자의 사고과정과 행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정보 제공 등) 등이 필요
할 것 같다. 이 외에 내, 외향성 외의 다른 팀 구성방식(예, 성별, 연령, 동기 수준, 과제
수준)을 함께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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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troverted, Extroverted, and Mixed Team
Formation on Team Performance, Teamwork,
and Interaction in Web-based Team Learning Environment

Youngmin Le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d the effects of team formation by the learners'
personality types as indicated by introversion, extroversion, and mixed introverted and extroverted
classification. 48 learners were classified as their personality types and divided into 12 teams
composed of 4 learne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xtroverted teams
outperformed introverted and mixed team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eams in terms of teamwork. In addition, no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found in team
interact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messages,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duration differences
among message postings, the difference of words, the difference of mean of words.
Key words : Personality type, Introversion, Extroversion, Team Formation, Teamwork, Team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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