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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팀학습은 조직학습과 팀 효과성의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

소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팀 내 학습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팀 단위의 성과는 팀 내 구성원들의 개인학

습역량 뿐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의 학습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반해 기존

의 논의들은 주로 팀성과의 향상을 위해 장비, 물리적 환경, 보상시스템 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팀원들 대인간 요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관계적 측면에서 팀학습의 핵심수행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도출하고 이 역할에 리더십

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팀학습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팀학습 연결망을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으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팀

학습 연결망 설문지 및 리더십과 전문성에 대한 설문문항을 제작하였다. 본 연

구의 설문문항은 교육학, 인적자원개발 및 연결망 이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국내 기업의 임원급 실무자를 통해 문항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로 최종적으로 27개팀 199명의 표본을 획득하

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 및 위계적 선형분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학습 연결망 설문으로 수집된 관계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여섯 유형

의 팀학습 핵심수행자가 도출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지식 가치 확장자, ②

관계 학습자, ③아이디어 허브, ④아이디어 생산자, ⑤비전 리더, ⑥비전 팔로워

등이다.

둘째, 팀학습 핵심수행자 모두 팀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에 의한 핵심수행자인 아이디어 허브

와 아이디어 생산자에 대한 팀수준의 영향력이 다른 핵심수행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법론 측면에서는 팀학습 연구에서 팀수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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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고려하는 위계적 선형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실천적으

로 조직 수준에서 학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된다.

셋째, 팀학습 핵심수행자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은 팀학습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앞서 팀수준의 영향력 비교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팀학습의 세 가지 차원인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에 따라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식 가치 확장자와 아이

디어 허브는 리더십보다 전문성이 설명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나머지 네 핵심

수행자의 역할의 경우는 리더십이 더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팀 구성에 있

어서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인물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수행자의 구체적인 행동양상과 특징을 밝히

는데 있어서 사회 연결망 분석과 위계적 선형 분석을 결합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신뢰성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일련의 과정을 통

해 기업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

였다.

주요어: 팀학습, 핵심수행자, 리더십, 전문성, 사회 연결망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학 번: 201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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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조직에는 빠른 변화 속도와 불확실성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생존전

략이 필요해졌다. 조직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대응적인 수단인 다운사이

징(downsiz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Konno & Nonaka, 1995)을 넘

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조직학습이 강조되고 있다(Senge,

1990). 조직학습에 대한 이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

었다.

조직 내 학습은 개인학습, 팀 학습, 조직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

은 세 가지 수준에서 학습을 촉진하고 극대화 하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다(Senge, 1990). 지금까지 학습

조직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지만(Watkins &

Marsick, 1992), 기존의 학습조직 검사도구들은 환경이나 결과측면에 치우쳐져

있고 관계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김문주, 윤정구,

2012). 조직의 성과 역시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학습역량 뿐 아니라 학습의 관계

적 측면에 큰 영향을 받는다(김문주, 윤정구, 2012; 위영은, 이희수, 2011). 따라

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학습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문주, 윤

정구, 2012; Anderson, 2007).

오늘날 기업조직에서 관계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단위는 팀이다. 매 순간 조직

원은 팀 단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학습한다(박원우, 2006). 기업조직에서 팀은

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field)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원섭 외,

2010). 학습조직에서 팀 학습은 팀 조직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Hult & Ferrell, 1997; Senge, 1990; Watkins & Marsick, 1992). 개

인적인 학습을 넘어 지식을 공유하고 결합시키는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팀 학

습 과정을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조직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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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김문주, 윤정구, 2012).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Hatala, 2006). 조직차원에서의 연결망 연구

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어떤 유형의 정보가 교류되고 의사

소통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사회

연결망 분석은 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

해를 돕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틀을 제공한다(Hatala, 2006).

지금까지의 연결망 연구는 연구자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학문 영역과 연구의 의미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Parise, 2007), 조직에서의

학습에 초점을 둔 연결망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지금까지는 학

습을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같은 하나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연구(Cross &

Prusak, 2002; Parise, 2007)와 연결망을 학습의 환경으로 보고 연결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Krackhardt & Hanson, 1993; Reagans &

McEvily, 2003)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서 밝힌바와 같이 연결망 분석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과 다양성이 내재된 연결망의 특

성들에 대해서는 신뢰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Anderson,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조직 내 팀학습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팀학습 연결망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김문주, 윤정구, 2012; 임철일, 2008; Cross & Prusak, 2002). 구체적으

로 세 가지 차원은 업무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 연결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공유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연결망, 팀 비전이나 가치에 대

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비전 연결망 등이다. 이는 팀 내 지식

의 공유, 생산적인 담론, 정체성 공유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기존

의 연구(김문주, 윤정구, 2012)와 맥을 같이한다. 단, 여기서 제안하는 학습 연결

망은 지금까지 유사한 용어로 학계에서 사용되었던 학습 네트워크와는 관점을

달리한다. 기존의 학습 네트워크가 평생학습사회에서 대안적인 학습생태계(한숭

희, 2005)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관계를

통한 학습의 분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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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Schön(1983)의 ‘내성적

실천자(reflective practitioner)’나 Konno와 Nonaka(1995)가 강조한 하이퍼텍스

트형 조직의 경험지 획득 프로세스에서의 네 가지 역할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증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제안에

가깝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경우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런 연구방법상 한계는 연결망

분석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김용학, 2010).

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Cross와 Prusak(2002)은 비공식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결망 특성에 따른 핵심역할 수행자를 중심연결자, 경계확장자,

정보중개자, 주변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사의 제안에 따른 핵심

수행자 역할의 조직 내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Di Marco,

Taylor, & Alin, 2010; Hsu, Wang, & Tzeng, 2007). 이는 앞서 제시한 팀학습

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결과라는 한계를 지닌다.

지금까지 연결망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연결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어

떻게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선행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Anderson, 2007; Klein, et al., 2004). 연결망 분석은 핵심수행자

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연결망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

는 것으로 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Anderson, 2007). 사회적 연결에 대한

단순한 사실은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 효과

로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은 반면,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된다면 학습 연결망 분석이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성과 리더

십에 주목하였다. 리더십은 조직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에 보다 강조된다. 기

업구조가 위계적 조직에서 팀에 의존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에서

는 경영자, 관리자의 리더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리더십이 중

요해지고 있다(송영수, 2011). 오늘날 기업에서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

고자 하고, 리더십은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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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리더십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직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orthouse, 2010).

전문성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개념으로(Swanson, 2009), 리더십과 마찬가지

로 오늘날 기업 조직에서 강조되고 있다. 조직이 처한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McDermott, 1995).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멘토링에 참여시켜 1:1로 전담하여 멘티를 지도, 코치, 조

언하면서 전문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Burke

& McKeen, 1989; Klauss, 1981; Kram, 1985).

리더십과 전문성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리더의 행동범주에 함께 언급되는 경

우가 많다(Wilson, O'Hare, & Shipper, 1990). 광범위한 리더십 개념 아래에서

는 리더십의 하위 요소로 개인의 전문성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직급과 관계없이

훌륭한 리더라면 리더십과 전문성은 모두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Conger와 Kanungo(1987)는 리더의 특성에 조직원이 귀인 하는 방식은

리더의 행동, 전문성, 그리고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리더의 행동은 리더

십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영향력이 조직 구성원에게 귀인하는

방식은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수행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팀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리더십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은 앞서 논의한 연결망 분

석의 한계와 맞닿아 보다 신뢰성을 갖춘 통계방법과의 연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에 이어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팀 내 현상은 팀과 개인 수준이라는 다수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Chan,

1998). 위계적 선형 분석은 팀수준에서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

론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사회 연결망 연구에서도 위계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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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석과 연계한 방법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조직 효과에 대한 중요

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Brass, et al., 2004; Neubert & Taggar, 2004; Wong,

2008). 본 연구에서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팀 차원의 다양성을 통

제해야만 그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학습 연결망을

통해 수집된 관계정보를 통해 사회 연결망 분석과정을 거쳐 팀학습 핵심수행자

의 역할을 도출한다. 둘째, 팀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한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

하여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의 리더십과 전문성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들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

문성이라는 개인수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팀학습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팀학습을 구체적인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

다. 이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팀학습 핵심수행자를 도출하고, 이에 리더십과 전

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팀학습 연결망 분석을 통해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연결망 지표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둘째, 구체화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1-1. 지식 연결망의 핵심수행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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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핵심수행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1-3. 비전 연결망의 핵심수행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2.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지식 연결망의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은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2-2.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은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2-3. 비전 연결망의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은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수행

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수행자들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핵심수행자들을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관리, 양성하는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변수 및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를 설정하고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팀학습 연결망

팀학습 연결망이란 팀 내 구성원들과 상호 연계된 학습 관계를 가리킨다. 연

결 관계는 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팀학습 연결망은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였다. 지식 연결망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지식을 조언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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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은 직무와 관련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관계이

다. 마지막으로 비전 연결망은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팀 구성원을 통해 이해

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팀학습 핵심수행자

팀학습 핵심수행자는 팀 내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팀 내 역량

(Konno & Nonaka, 1995)을 증대시키는 사람이다. 이들은 팀 내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연결망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들

은 각기 가중치를 반영한 내향 연결 중심성과 외향 연결 중심성, 그리고 사이중

심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내향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팀 구성원들로부

터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을 의미한다. 외향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팀 구

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이중심성이

높은 핵심수행자는 팀 구성원 간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김용학, 2010). 본 연구에서 이상의 세 역할의 실제 팀 내 존재 여부를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을 규명하게 된다.

라. 리더십

본 연구에서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기대 이상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특별

한 형태의 영향력이다. 이는 팀 구성원의 정서,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 그리고

장기적 목표 등을 바꾸어줌으로써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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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마. 전문성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오헌석, 김정아, 2007)으로 정의한다. 즉, 전문

성은 한 사람이 인간 행위의 특수한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과 잠

재력으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제해결을 핵심적인 구성요소(Hearling, 199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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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론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네 부

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팀학습의 개념을 알아보고 팀학습의 내용을 세 가지 차

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팀학습 핵심수행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 연결망 이론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핵심수행자의 연결망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다. 셋째, 팀학습과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리더십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팀학습과 전문성의 관계에 대

해서 고찰하며 전문성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

1. 팀학습

이 절에서는 팀학습이 기업 조직 내 학습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고찰

하였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팀학습을 도입하기 위해 팀

제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팀학습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팀학습의 보

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팀학습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개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업무지식과 관련한 지

식, 두 번째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공유, 세 번째는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유 등

이다.

가. 팀학습의 개념

일반적으로 ‘팀’이란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표와 미션을 역동

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진 장소이다

(Salas, Dickinson, Converse, & Tannenbaum, 1992). 구체적으로 기업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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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실제 업무단위와 대부분 일치하며, 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원섭 외, 2010). 국내에서 팀제의 도입은 아래의 <표 Ⅱ

-1>과 같은 배경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II-1> 팀제 도입의 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도입목적

Ÿ 환경변화에 부응

정보화 사회의 확산

고객의 다양화와 고객만족 중시경향

신세대 구성원 출현

수직적 사회 → 수평적 사회

고도 성장기 → 저 성장기

Ÿ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 극복

조직의 비탄력성 증대

의사결정의 비신속성

관리지원부서의 비대화

부서중심 이기주의

(조직 세분화의 낭비 증대)

직책과 직급의 분리 필요

Ÿ 인재와 지식, 창조 강조시대

전문가 부족/구성원 능력 부족

창의성 필요

인당 생산성 증대 필요

Ÿ 대부대과제의 실현

Flat화로 의사결정속도 증대

조직세분화의 낭비 감소

Ÿ 직급과 직책의 분리

신분과리와 조직관리의 분리

중간관리자층의 역할 변화

(전문가화 or 전략가화)

Ÿ 유연성/변화력 증대

유동성 있는 조직 운영/운영 증대

구성원의 변화의식 증대

자율성과 도전의식(모험성) 증대

Ÿ 전문화와 인당생산성 증대

능력위주의 역할 배분

적은 인력운영과 시너지 추구

*출처: 박원우 (2006). 팀웍의 개념, 측정 및 증진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p.113.

이에 따라 업무 단위로서 크게 확산된 팀 개념은 기업에서 학습의 단위에도

적용된다. 팀학습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

고 경험을 공유하고 결합하여 상호의존적인 변화를 창출해가는 과정이다(장원

섭 외, 2010). 이러한 학습의 결과는 구성원들의 상호 지식의 변화이며(Argote,

Gruenfeld, & Naquin, 2001), 공동지식의 사회적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Patriotta, 2003). 강대중(2011)이 사회적기업의 교육활동을 ‘교육장치

(educational apparatus)’라고 명명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그 자신을

(재)생산한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팀 단위의 학

습은 기업이 그들을 (재)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교육장치’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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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맥락에서 팀학습은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천학도, 이정, 장영철, 2009; Hult &

Ferrell, 1997). 조직 내에서의 학습은 개인, 팀, 조직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의 학습을 촉진하고 극대화 하는 능력을 개발하

는 조직이 곧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다(김문주, 윤정구, 2012). 이때

는 조직 내 개개인만이 아니라 집단(팀)에 의한 학습이 중시된다. Marsick과

Watkins(1990)에 따르면 학습조직의 구축요인 중 인적 측면에서 대화와 탐구의

촉진과 함께 팀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enge(1990)는 학습조직이 지녀야

할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팀학습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팀의 학습경

험이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에 공유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며 경쟁우위

창출로 직결된다(Konno & Nonaka, 1995)고 본다. 구체적으로 Hult &

Ferrell(1997)은 조직단위의 학습에서 꼭 필요한 상호 연관된 지향성에 의한 조

직학습역량에서 팀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구성원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고 결합시키는 행위를 통한 집단 상호작

용을 보여주는 팀학습 프로세스는 조직 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김문주, 윤정구, 2012). 팀학습은 단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

상으로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공유하고 결합시켜 나가는 과정(Argote,

Gruenfeld, & Naquin, 2001)이다. 즉,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불확실성에 적

응하고 수행과정과 실천을 꾸준하게 개선시키며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된다(Bunderson & Sutcliffe, 2003).

따라서 팀학습(team learning)에서는 유능한 개별 학습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반

드시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팀이 되는 것은 아닌 것(Senge, 1996)과 마찬가

지로 팀수준의 학습은 개인의 학습을 넘어 개개인들의 상호의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학습의 합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팀학습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팀학습을 결과물과 과정의 두가지 관점

에서 다루고 있다(Edmondson, 1999). 결과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팀에 의한 집

합적인 새로운 지식의 구축(Brooks, 1994)으로 팀학습을 이해한다. 반면, 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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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관점에서의 팀학습은 팀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 과업에 대한 이해, 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행동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나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dmondson, 1999). Edmondson(1999)는 팀학습에서 ‘정보획득’과 ‘성찰적인 의

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들로부터 팀학습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과측면에서 조직 학습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듯이 팀학습도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Edmondson, 1999; Gibson & Vermeulen, 2003). 이에 따

라 팀학습을 팀 효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김문주, 윤정구,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팀 구성원들이 과업에 필요한 지식

을 공유할 때 팀 효과성은 높아진다(김문주, 윤정구, 2012; Duncan, et al., 1993;

Klimoski & Mohammed, 1994). 지식공유는 팀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에 당장 필

요한 과업지식에 대한 공통된 해석체계를 갖게 하고 이는 가치판단의 메커니즘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Lim & Klein, 2006; Mathieu, et al., 2000;

Mohammed, Klimoski & Rentsch, 2000). 지식공유의 과정은 팀학습 하나의 측

면이라 할 수 있다. 즉, 팀학습행위는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관

련 지식, 기술, 정보에 대해 익히고 공유하고 획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Argote,

Gruenfeld, & Naquin, 1999).

본 연구에서는 팀학습을 그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선행연구들의 관점

을 수용한다(Edmondson, 1999; Gladstein, 1984; May & Schwoerer, 1994;

Senge, 1990). 팀학습은 목적에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 결과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 과정, 재평가하고 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다(Tarraco, 2002). 이

관점에서 팀의 성과향상을 위해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수행자에 대에 주

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팀학습 핵심수행자를 이해하기 위해

팀학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는 팀학습 연결망을 규정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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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팀학습의 내용

본 연구에서 팀학습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팀학습 혹은 조직 학습의 양상은 크

게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 혹은 방법에 의한 분류와 내용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한 학습의 유형을 분석해 낸 연구에 따르면 학습

네트워크를 ①문제해결 학습네트워크, ②관계적 학습네트워크, ③업무중심 학습

네트워크, ④제도화된 학습네트워크로 분석(기영화, 김남숙, 2009)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밝힌 분류의 두 가지 차원인 상황과 방법 그리고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결과라는 한계를 갖는다.

팀 내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 혹은 방법에 의한 분류는 무형식학습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연구(이성엽, 2008; Eraut, 2004; Marsick & Watkins, 1990;

Wright & Werther, 1991)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Eraut(2004)

는 듣기, 관찰, 숙고,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토링, 고객과의 접촉, 상사와

의 대화, 현장 방문, 회의참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과정 등을 대표적인 모습

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만남, 이질적 문화의 경험 등과 멘

토링(Marsick & Watkins, 1990; Wright & Werther, 1991)이 다양한 질적․양

적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English(2000)은 무형식 학습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멘토

링, 자기주도적 학습, 대화로 제시하였고, Yannie(2002)는 관찰, 사회적 활동, 우

연, 타영역, 일터, 분야에 대한 탐색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의 내용적 측면에 따른 분류는 학습하는 지식의 체계적 속성에 따른 위

계적 분류와 학습하는 내용의 다양성을 근거로 한 수평적 분류가 가능하다. 지

식의 체계적 속성에 따른 분류는 [그림 II-1]과 같이 그 수준에 따라 형식/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자료,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정보, 패턴과 규칙을 지니는 지식,

최종적으로 조직과 개인의 자신과 능력을 대변하는 지혜로 나눌 수 있다(박주

희, 임문규, 하정수, 2013). 이는 지식의 수준을 위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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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지식의 체계

*출처: 박주희, 임문규, 하정수 (2013). 학습하는 조직이 살아남는다.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p.54

Konno와 Nonaka(1995)는 “조직은 지식으로 짠 직물이다.”라고 밝히며, 지식

을 제품차원, 지식변환차원,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또는, 지식을 창

조하고 변환하는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Konno & Nonaka, 1995). 이에 따

르면, 학습을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하고, 변환하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본다. 이 뿐 아니라 스웨덴의 심리학자 레벤하트가

제안한 감각적 지식, 경험적 지식, 과학적 지식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고, 앤더슨의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라는 분류도 존재한다(Konno &

Nonaka, 1995)

임철일(2008)은 기업에서의 교육체계를 분석하면서 기업의 교육목적 중 하나

로 핵심가치 공유, 변화 그리고 혁신을 강조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연구

에서 학습관점에서 강조하는 업무지식과 정보의 측면(Cross & Prusak, 2002)

뿐 아니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조직의 핵심가치에 대한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임철일, 2008).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팀학습을 학습하는 내용의 다양성을 근거로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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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평적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팀 내에서 관계를 통한 학습은 업무지

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비전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문주, 윤정구, 2012). 이는 학습조직의 세 가지 메커니즘인 지식공유, 생

산적 담론, 정체성 공유(김문주, 윤정구, 2012)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본 연구에

서 구성한 학습 연결망(learning network)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업무지식

일반적으로 업무를 기반으로 나눈 팀에서 공유하는 대표적인 지식은 업무와

관련한 지식이다. 업무관련 지식은 정보(information) 혹은 지식(knowledge)이

된다. Konno와 Nonaka(1995)는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정보는 인간의 ‘지’의 흐름(flow)이고, 지식은 축적된 형태(stock)이다. 의미와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가 개인에게 축적되어 ‘살아 있는’ 형태

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지식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지식을 업무 정보가 아닌, 업무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원이 필요에 의

해 그 정보를 얻어 그에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 이는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조직 내에 흐르는 지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지식이고, 이는

제 3의 물결에서의 지적자산이 강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박원우, 2006).

개인 차원에서 업무 지식의 습득은 일원학습(single-loop learning)이라 할 수

있다. 일원학습이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규범과 정

책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수에 이른 전략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그들이 처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활동이다. 즉, 근본적인 가정의 변화 없이 지식과

역량을 늘려가는 과정(Dodgson, 1993)이라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지식을 공

유(knowledge sharing)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문주, 윤정구, 2012).

Marsick과 Watkins(1987)은 조직에서의 무형식 학습을 일에 대한 학습, 조직

에 대한 학습, 개인에 대한 학습으로 구분하면서 일에 대한 학습을 조직 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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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강조하였다. 이때, 일에 대한 학습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이다. 조직에서의 무형식 학습 양상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관계를 통한 대화 등을 통한 업무 지식의 습득은 현실적인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장을 위한 기회이다(위영은, 이희수, 2010; 이성

엽, 2008).

지식공유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지식을 명시하고

있고(조대연, 백경선, 2007; 현영섭, 조대연, 2009; Chow & Chan, 2008), 연결망

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개입(intervention)을 위한 연구들 역시 업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연결망(information network)을 주목한다(Cross, Parker,

Prusak, & Borgatti, 2001; Parise, 2007). 또한, 연결망의 속성이 더 많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끄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Anderson, 2007). 이상의 연

구에서는 조직 내 연결망에 따른 연결이 업무 지식을 대표로 하는 정보의 교환

을 가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중심성(work centrality)와 같은 개

념들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annheim, Baruch, & Tal, 1997).

Cross와 Prusak(2002)은 누가 조직을 이끄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회 연

결망 분석을 통한 답변에서 일상적인 업무관련 대화와 기술적인 정보를 얻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정보 연결망(information network) 분석

을 통해 특정 인물이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go-to

person(정보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많은 경우에 정보 연결망에

서 중심연결자는 그 단위에서 사전에 지정해준 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밝

혔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들의 노

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흐르는 다양한 관계(신뢰, 적대감 등)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서, 특히 학습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업무와 관련한

지식이다. 단, 개인과 조직이 장기적인 잠재력과 성과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학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Dodg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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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아이디어

조직이 처한 상황이 제 3의 물결을 넘어 제 4의 물결로 진행됨에 따라 제 3

의 물결에서의 대표적 자산이었던 지적자산을 넘어 제 4의 물결에서는 기업의

자산으로 아이디어와 창조성, 그리고 비전이 강조되고 있다(박원우, 2006). 창조

성에 대한 요구는 기업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동우회의 『기업백

서』(1992)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거론

된 것이 ‘창조성’이고, ‘사회성’과 ‘인간성’이 뒤를 잇고 있다(Konno & Nonaka,

1995: 36에서 재인용). 이는 이들 요건들이 ‘생산성’과 같은 기업의 요건들을 앞

지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Konno와 Nonaka(1995)는 조직학습의 한계로 학습이 본질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조직학습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발적인 지식창조의 메커니즘을 얻는 일이 필수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핵심역량이론에서는 능력을 기술적 범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 이면에 잠재된 '지를 창조하는 능력' 혹은 '지식'은 중심테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혁신을 위한 창의력은 이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창의력이라는 개념 아래 집단, 조직 차원으로 참조점(reference point)이 확대되

었다(권정언, 2013). 이에 따라 분석 수준이 다변화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성과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개인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조직 환경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Amabile, et al., 1996; Oldham

& Cummings, 1996). 창의력에 대한 조직 단위의 과정적인 접근은 학습조직

(Gilmore & Warren, 2007)과 같은 성과지표를 활용한 연구 동향과도 맞닿아 있

다. 지력혁신의 열쇠 중 하나는 개인, 집단, 조직 전체의 각 차원에서 지식창조

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Konno & Nonaka, 1995).

학습에 있어서 업무 지식의 학습을 일원학습으로 볼 수 있다면, 팀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성을 개발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원학습

(double-loop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단지 습관적이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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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성되는 인간의 성향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

운 정보를 획득, 구축, 공유, 창조할 뿐 아니라 항상 질문하고 피드백을 구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반성함으로써 높

은 팀 효과성을 가져오는 프로세스이다(김문주, 윤정구, 2012). 팀 구성원들이

생산적인 담론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팀 혁신이 발생할 수 있

고, 이는 팀 구성원들이 모두 문제해결과 혁신에 참여하도록 돕는다(Dunphy &

Bryant, 1996).

팀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지만 흡수역

량과 같은 조직역량의 역동성에 따라 다르다(권정언, 2013). 이는 혁신과 조직

학습이 조직 창의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Styhre & Sundgren, 2005). 창

의적 성과의 발현 과정을 강조하는 연구들에 따르면(Leonard & Swap, 1999),

발산은 참신성, 수렴은 실용성에 기여하면서 발산과 수렴의 순환을 통해 창의적

성과가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

고 수렴과정을 업무 절차 속에 확보하여야 한다.

연결망 연구에서 역시 개인의 창의성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의 중심성, 강도, 연결망에서의 위치 등이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Perry-Smith, 2006).

Parise(2007)는 팀이 창의적인 성과를 발현하는 것은 지식 창조와 혁신의 과정

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식 창조와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개입(intervention)을 위해서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때, 정보(information frequency), 아이디어 공유(idea

sharing), 의사결정(decision making), 활기(energizing)가 지식 창조와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연결망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3) 비전

비전(vision)에 대한 이해와 공유는 팀 정체성에 대한 공유가 강조되는 흐름

과 맞닿아 있다.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팀-가치 모델에 따른 팀제는 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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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조직구조일 뿐 아니라 앞서 밝혔듯 제 4의 물결에서

기업의 자산 중 하나로 공유된 비전이 강조되고 있다(박원우 ,2006). 독일의 세

계적 고품질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에르코사의 사례를 통해서 본질적인 사고원

리(가치벡터)가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영기반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Konno & Nonaka, 1995).

이는 앞서의 일원, 이원학습을 넘어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문

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삼원학습(triple-loop learning)과도 맥을 같이한다(김문

주, 윤정구, 2012). 삼원학습은 가정이나 규범을 담고 있는 정신모형 자체를 객

관화시키고 성찰(reflection)을 통해 정신모형을 변혁(transformation)시키는 학

습이다(윤정구, 2010).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신모형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정체

성을 공유(identity sharing)하는 프로세스는 삼원학습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Garvin, 1993).

특히 정체성 공유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비전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계획

수립, 목표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토대가 되는 개념이다(Thoms &

Greenberger, 1995). 따라서 비전의 공유는 팀 구성원들이 함께 수행하게 될 과

업의 미래형상을 바라보는 공통된 정신모형으로써(Pearce & Ensley, 2004), 가

치, 목적, 일체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미래의 표상이 된다(김문주, 윤정구,

2012). Goh(1998)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션과 비전의 명료성을 학습조직의 주

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실증 연구에서 역시 성공적인 팀은 공동된 비전을 지닌 집단이라는 것이(김

문주, 윤정구, 2012; 박원우, 신수영, 2005; Napier & Gershenfeld, 1987) 지속적

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체성 공유는 팀 정서, 팀 혁신,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뿐 아니라 생산적인 담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조

절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문주, 유정구, 2012).

팀 태도와 팀학습의 관점에서 역시 공유된 비전이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

로 팀 태도는 팀웍 또는 팀 개념에 대한 태도, 집단주의, 집단자긍심, 응집성,

상호신뢰성, 비전공유 등을 포함한다(Cannon-Bowers, et al., 1995).

Senge(1990)에 따르면, 팀학습은 낭비된 에너지를 피하고 팀 구성원들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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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창조하기 위해 팀을 단결시키는 과정으로 공유된 비전과 개인적 숙달의

원칙 위에 팀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는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학습조직에 필수적이다. 비전이 구축한

가장 소중한 목표는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

식을 만들어주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위험의 감수, 실험정신, 장기적인 몰입

을 촉진시킨다. 즉, 비전의 공유는 팀원이 심리적인 안정지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김문주, 윤정구, 2012).

2. 팀학습 핵심수행자

팀학습이 개인학습의 단순한 합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개개인의

상호의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문주, 윤정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팀학습의 세 가지 차원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비전– 의 핵심수행자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였

다. 여기에서는 팀 내 핵심수행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인

사회 연결망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팀 내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핵심수행자의 개념과 역할

(1) 핵심수행자의 개념

조직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핵심수행자라 부를

수 있고, 경영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핵심수행자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Cross & Prusak, 2002; Parise, 2007). 대표적으로 Cross와

Prusak(2002)은 조직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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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인재(“go-to” people)가 누구인

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내의 핵심적인 수행자에 대한 논의는

과연 조직성과를 위해 혹은 조직의 학습을 위해서 누가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Schön(1983)은 비판적 태도를 가진 실무가를 ‘내성적 실천자(reflective

practitioner)’로 명명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성과를 내는 일

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비전차원에서 그 의의에 대해 계속 질문한다. 조직 전체

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의 육성과 조직차원의 효과적인 배

치가 반드시 필요하다(Konno & Nonaka, 1995).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특정 직

급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혁신의 견인역할로써 지적 능력을 갖춘 중

간관리층이 강조된다. 업무차원에서 중간관리층을 필두로 하는 화이트칼라의 업

무는 명시적인 업무흐름만이 아니라, 다층적인 업무와 지식의 네트워킹, 병렬적

인 업무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Konno & Nonaka, 1995).

팀 혹은 조직 학습의 핵심수행자를 드러내는 일은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개인 혹은 집단의 지식기반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들이 지식변환의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가 있다(Konno &

Nonaka, 1995). Cross와 Parker(2004), Storberg-Walker와 Gubbins(2007),

Gubbins와 Garavan(2005)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점인 관계적

속성을 활용하여 인적자원개발 실천을 위한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실천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CoP)와 같은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팀 내 핵심수행자의 역할

기존의 연구자들은 팀(혹은 작은 단위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안하

고 있다. Woodcock(1989)은 효과적 팀워크 형성의 구성요인 중 역할균형을 가

장 중요한 첫 번째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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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부과된 기능역할 뿐 아니라, 직급,

나이, 성별 등과 관계없이 팀워크를 이룩하기 위해서 팀제에서 필요로 하는 추

가적인 비공식적 역할인 팀 역할이 매우중요하다고 하였다(박원우, 2006). 이러

한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가 Belbin(1993)의 팀 역할 균형이론(team role balance

theory)이다.

이는 팀학습에 초점을 맞춘 역할이론은 아니지만 팀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여기서 논의된 역할에 대한 내용은 팀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도 시사하는바가 있다. 그가 제시한 9가지 팀

역할이 팀 내에 고루 존재해야 한다는 팀 역할 균형이론은 팀 성과 증진을 위

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사용 정도 역시 빠르게 확산되

고 있다(박원우, 2006).

Belbin(1993)의 주장에 의하면, 팀 내 각 구성원이 지닌 팀 역할 유형을 알면

그 팀의 성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팀 역할 균형은 한 부서 내 전 구성원의

팀 역할 중 선호역할만을 모았을 때 9가지 팀 역할 중 빠진 것이 없이 모두 존

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지니는 선호역할의 개수는 보통 1개에서 4

개 사이이다. 따라서 부서 구성원 전부의 선호역할을 모아도 중복되는 것이 많

기에, 흔히 9개의 팀 역할 중 몇 가지가 선호역할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박원우, 2006). 다음의 <표 II-2>는 Belbin(1993)의 9가지 팀역할 유형의 특

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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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Belbin의 9가지 팀 역할 유형의 특성

유형 내용 각 유형의 약점

창조자

Plant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전통이나 인습

에 얽매이지 않아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함

작은 일을 무시하고, 효과

적 의사소통에 너무 집착함

자원탐색가

Resource

investgator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며 말하기를 좋아하여

기회를 발굴/탐색하고 친교를 잘함

너무 긍정적인데, 초기 열

정이 사라지면 관심을 잃어

버림

지휘/조절자

Coordinator

성숙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서, 목표를 명확히하고 의사결정을 증진하며

위임을 잘함

조직과 사람을 교묘히 다루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개인적 일까지도 위임함

추진자

Shaper

도전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곤경 속에서 번성

함. 장애를 극복하는 추진력과 용기를 지님

남을 자극하고, 사람의 감

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음

냉철 판단자

Monitor,

Evaluator

냉정하며 전략적이며 총명하여, 모든 안을 살

피고 정확히 판단함

남을 고취시키는 추진력과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비

판적임

분위기

조성자

Teamworker

협력적이고, 온화하며 남을 잘 이해하는 등

외교적임. 경청하고 마찰을 피하며 조직을 평

온하게 함

결정적 상황에서 결단력이

없고, 쉽게 영향을 받음

실행자

Implementor

엄격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수적이고 능률

적임. 아이디어를 실행에 잘 옮김

조금은 비탄력적이고, 새로

운 가능성에의 대응이 늦음

완결자

Completer

근명 성실하고 매우 열심히어서, 실수나 빠진

것을 찾아내고 제 시간에 일을 이룩해 냄

걱정을 많이 하고, 쉽사리

위임하지 않으며 자질구레

한 것에도 간섭을 함

전문가

Specialist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솔선하며 헌신적임.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잘 제공함

좁은 분야의 기술적 내용에

치중하여, 큰 그림을 놓침

*출처: Belbin (1993). Team roles at work. Oxford: Butterworth-Heinermann. p.22

팀 역할 균형은 후속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Furnham, et al., 1993; Broucek & Randall, 1996; Dulewicz,

1995). Partington과 Harris(1999)는 팀 역할 균형과 팀 효과성이 유의미한 관계

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이론적 근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팀 역할 균

형은 매우 실용적 도구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유용성에 의해 가지는 의미는 상

당하다. 팀 역할 균형에 대한 Belbin(1993)의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통한

역할규명은 개인의 팀 역할 선호도를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인적자원

활동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용된다(Partington & Harris, 1999).

특히 Partington과 Harris(1999)의 연구에서 팀역할 균형에 대한 수치는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각 역할에 따른 관계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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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핵심적인 수행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추진자는 있으면 좋고

지휘/조절자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었다.

이와 같이 팀 내에서는 필요한 역할들이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학습과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Konno와 Nonaka(199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할들은 지식의 생성, 창조, 변형 뿐 아니라 팀 효과성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Konno와 Nonaka(1995)는 프로젝트 설계에 있어

서 프로젝트 리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프로젝트 리더는

지식변환 매니저로 팀 내에 지식을 공유시키고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식창출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사람(field builder)이 되어야 한다. 또

한, 전문가와 스페셜리스트는 경험을 토대로 풍부한 기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

(전문가)과 전문영역에서 개념 형성 및 암묵적 개념을 언어나 시각자료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스페셜리스트)으로 지의 체현자가 된다.

미래지향적 조직의 학습관점에서 Konno와 Nonaka(1995)는 『지식경영』에서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을 소개하면서 이 조직의 경험지 획득 프로세스에 있어서

4가지 지식변환 유형(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에 대응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표 II-3>에서 이에 따라 네 가지 역할모델을 제

시하였다.

<표 II-3>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의 경험지 획득 프로세스에서 역할모델

역할명 역할

소셜라이저

(socializer)
암묵지를 융합해 사회화를 추진

컨셉 리더

(concept leader)
암묵지의 외부화를 담당

프리젠터

(presenter)
형식지와 형식지를 조합해 종합회를 추진

코디네이터

(coordinator)
형식지로부터 체험․경험을 거쳐 암묵지를 형성해 내면화를 촉진

*출처: Konno, N., & Nonaka, I. (1995). Chiryoku Keiei. 나상억 (역). 노나카의 지식경영.

서울: 북이십일.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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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학습에서 핵심수행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에 기반한다면, 서로 다른 학습스타일에 대한 논의도 팀학습 핵심수

행자의 역할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Yeung과 그의 동

료들(1999)은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네 가지 학습스타일로 실험자(혁신자 스타

일), 경쟁력있는 근로자(기술 습득자 스타일), 모방자(벤치마커 스타일), 전문가

(지속적 개선가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나. 사회 연결망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여러 가지 전략의 과

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atala, 2006). 과정에

대한 이해는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입(intervention)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다. 즉, 사

회 연결망 분석은 조직 내 개인의 연결망 특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조직 내 자

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수행자를 도출할 수 있

다. 또한, 조직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지식에 접근하고 전수하는 개인적

인 전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러한 전략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Parise, 2007). 이 방법론은 연결망에서 개인의 위치(중심, 주변

부, 브로커 등)를 밝혀주고 문제의 영역의 발견과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Paris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팀의 학습과정

에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출하는가라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선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

석의 기반이 되는 이론과 특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 26 -

(1) 사회 연결망 이론

사회 연결망 이론은 1930년대 초 심리학, 인류학, 수학 세 개의 학문에서 출

발한다(Hatala, 2006). 초기에는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내에서 한 개인을 ‘점’으로 사회적 관계를 ‘선’으로 표현

했는데, 이것 역시 사회 연결망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이론은 경영학

(Borgatti & Cross, 2003; Cross, et al., 2001) 뿐 아니라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이수상, 2012).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계(linkages) 전체의 특

성으로 연계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시도이다(김용학,

2010). 즉, 사회연결망 이론은 개인의 개별적 속성(attribute)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으로 설명의 중심을 옮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Burt, 1986). 사회 연결망 이론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

시할 수 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의 주요 특성 중 첫 번째는 사회 연결망 이론은 연결망의

위치와 형태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는 것이다(위영은, 2010). 각 개인

의 상호 작용의 연결망은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 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용학,

2010). Granovetter(1985)의 자리매김 이론(theory of embeddedness)에 따르면

특정 형태의 연결망 안에 자리 매겨져 있는 행위자의 위치가 그들의 의식이나,

효용 혹은 행위에 대한 보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사

람 뿐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과나 생존은 그 기업이 관계 맺고

있는 연결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용학, 2010).

사회 연결망 이론의 대표적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구조간의 관계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연결하는 이론적 개념과 도구를 제공한다

는 것이다(Kilduff & Tsai, 2003). 이는 연결망에서 구성원 행동에 대한 미시적

자료와 구성원이 속한 구조의 거시적 현상이 관계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최두영, 류태모, 2007). 즉, 연결망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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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성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이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론화하려고 한다(Knoke & Kuklinski, 1982)

예를 들어 한 학과의 학생들이 개인 수준에서 선택한 친구관계는 학과 수준

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친구망의 구조가 발현된다. 즉, 발현된 친구망

의 구조를 미시적 친구 관계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친

구망은 그 구조에 따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개인 수준의 관계 맺

기가 작은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이것이 개인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

는 것이다(김용학, 2010). Tilly(1978)은 집합행동을 연구하여 이 상호작용의 효

과를 포착하기 위해 범연(CATNE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개인들의 집합

은 범주(category)와 연결망(network)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라 집단이라는 개

념 대신에 범연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도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성공적인

변화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관계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tala, 2006).

이에 따라 Storberg-Walker와 Gubbins(2007)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결망 관

점은 어떻게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를 도울 수 있

는가와 실용적인 측면에서 연결망 관점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의 실천영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시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오늘날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의 더 큰 도전과제는 인적자본 뿐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까지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Swanson(1999)이 제

안한 삼발이 이론은 인적자원개발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여기서 밝히는 이론적 기반은 연구와 실천부분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직에 가치

를 더하는데 기여하는 분석적 컨셉과 도구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Storberg-Walker와 Gubbins(2007)는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사회

학과 사회학적 이론들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연결망 이론은 연결망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발전한다(김용학, 2010).

따라서 우리가 연결망 관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연결망 분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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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갖

는 차이점과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의 구체적인 측정 단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2) 사회 연결망 분석의 특징

사회 연결망 이론은 사회 구조의 관계 또는 사회적 연결의 패턴을 분석 대상

으로 한다(Wasserman & Faust, 2004). 연결망의 영어표기인 network는 그물을

짜는 일 즉, 무엇인가를 그물처럼 연결시킨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연결망에서

연결의 대상은 노드(node)이며, 연결은 링크(link)라 한다. 노드는 상호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행위자(actor, agent)를 나타내며, 사람, 분자, 조직체 등을 의미

한다. 링크는 노드들 간 연결 관계로 친구관계, 인터넷링크, 인용 등을 의미한

다. 따라서 연결망에서의 연결은 ‘관계(relation)’이라 한다(이수상, 2012).

앞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사회 연결망의 접근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의 개별적 속성(attribute)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으로 설

명의 중심을 옮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용학, 2010; Burt, 1986). 따라서

기존 연구의 방법상 한계는 구조와 행위를 함께 다루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

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김용학, 2010).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양 극단을 피하는 방법론으로, 조직적 수준에서 전체의 연결 양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행위자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데도 도움을 준다(Corman

& Scott, 1994). 덧붙여, 의사소통 효과 연구와 연결망 분석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 II-4>와 같다.



- 29 -

<표 II-4> 의사소통 효과연구와 연결망 분석의 비교

의사소통 효과 연구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분석단위 개인 개인 간 관계 모형

표집 방법 무작위 추출 전수표집, 눈덩이 표집

주요 종속변인 의사소통 효과(지식, 태도 등) 의사소통 상호작용 관계

주요 독립변인 개인 속성 네트워크 구조 지표

*출처: Rogers(1988); 신철균(2006). 학교 내 교원 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에서 재인용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각적으

로 표현된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김용학,

2011). ①네트워크 전체 구조에서 연결선이 중앙 집중화된 정도, ②연결선이 어

느정도 조밀한지, ③연결선이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정도, ④어느 연결

선을 제거하면 네트워크가 와해되는가, ⑤한 변방에서 다른 변방에 놓인 노드를

연결하려면 몇 단계 연결선이 필요한지(small world인지) 파악, ⑥몇 개의 분절

로 나누어지는 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⑦집락들이 대립구조를 갖는지 아니면

점차 큰 집락으로 순서대로 묶이는지 파악, ⑧누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누가 변방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특정한 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가설

수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팀학습 핵심수행자와 연결망 특성

본 연구에서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대해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 연결

망 분석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도출되는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여기

에서는 연결망 특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핵심수행자를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팀(조직) 학습과 관련하여 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핵심

수행자의 특성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들(Awazu, 2004; Cross & Prusa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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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e, 2007)은 핵심수행자들을 규명하고 핵심수행자들을 통해서 관계의 효과

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ross와 Prusak(2002)은

그들은 5년간 50개의 큰 조직에 대한 비공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망의

중심성을 활용하여 누가 네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그들의 역할을 살

펴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네 가지 핵심수행자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조직 내 연결망에서의 핵심수행자

구분 정의 특징

중심 연결자

central

connector

조직 내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행

위자

일터에서 중요한 정보자와 실제 업

무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를 파악하고 있음

경계 연계자

boundary

spanner

다른 부서나 조직의 경계에 있으면

서 다른 그룹의 기술이나 정보를 알

고 있는 행위자

다른 부서 또는 조직 구성원에게 기

꺼이 컨설팅을 해주거나 조언을 제

공해 줌

정보 중개자

information

broker

부서나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

어주는 행위자

조직 내 지식을 고용하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구성원들이 협

력하도록 도와줌

주변 전문가

peripheral

specialist

연결망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을 제공하는 행위자

조직 구성원들이 누구든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

러 오면 기꺼이 응대해 줌

*출처: Cross & Prusak(2002); 위영은․이희수(2011).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소통적

학습 패러다임의 가능성 탐색: A병원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HRD연구, 13(1). p.7에서 재

인용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핵심수행자는 중심성이라는 연결망 특성을 기반으로

도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심성 지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이는 한 노드가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숫자로 정의된다. 방향

성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이 분석결과로 도출된다. 이와 대비하여

Freeman(1979)은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제 3의 방법으로 사이 중앙성

(betweeness centrality)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

을 하는 중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인접성(closeness)나 거리



- 31 -

(distances)로 측정하는 인접 중심성과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

는 위세 중심성 등이 있다(김용학, 2011). 중심성 뿐 아니라 사회 연결망 변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변수는 연결망 크기와 연결강도이다(Anderson,

2007). 이는 행위자가 연결망 자원에 접촉하는 기회의 효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이다(Gabbay & Leenders, 2001).

선행연구에서는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스타, 사이중심성이 높

은 사람을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주목하였다(위영은, 2010; Paris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대변하는 연결망 특성으로 연결정

도 중심성과 사이중심성에 주목하고, 연결강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아래에

서는 각 중심성에 따른 연결망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1) 연결정도 중심성에 따른 역할

중심성(centrality)은 연결망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어떤 속성을 가

진 학생이 가장 인기 있는 친구이고, 어느 학생이 외톨이인가? 인기 있는 학생

은 운동을 잘하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아니면 돈이 많은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한다(김용학, 2011). 중심성은 조직 내 자원흐름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을 분명히 하는데 인적자원개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Parise, 2007). 조직은 전략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핵심수행자와 주변부 인물을

짝을 지어 멘토링 혹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Parise, 2007). 이를 통해서 조직은 암묵지를 전수할 수 있고, 신입사원을 보다

빠르게 업무 네트워크로 참여시키고 조직 사회화에 필수적인 관계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다(Rollag, Parise, & Cross, 2005).

선행연구에서는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스타라고 명명하였다

(위영은, 2010). 이들은 구성원들 간 지식 흐름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지식 습득에 대한 전략적인 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간안

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얻는데 유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어디 있

는지 알고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다(Wijk, Bosch, & Volberd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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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향 중심성이 높은 핵심수행자는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업무 수행

상의 정보 뿐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손동원, 2002).

Cross & Prusak(2002)는 조직의 정보 연결망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인

물을 “The Central Connector”라고 명명하고 그를 “go-to person”이라고 강조

하였다. 그 부서의 대표와는 다른 인물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

혀냈고, 많은 경우에 중심연결자는 그 단위에서 사전에 지정해준 “go-to

person”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들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Cross &

Prusak, 2002). 그 결과 그들은 이런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최고수준 매니저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중심연결자를 밝혀내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핵심수행자의 조

직몰입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ross & Prusak, 2002). 이들

을 매우 적은수이지만 작은 보상(bonus)은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빠른 방식으로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중심연결자

들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중심연결자는 회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

료들을 연결하고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병목현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게 되어 조직에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Cross, & Prusak, 200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정도 중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핵심수행자

를 도출할 때 연결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변수(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에 주목

한다(Cross & Prusak, 2002). 그러나 개인의 역할과 위치 특성으로 접근한다면,

내향 연결정도 뿐 아니라 외향 연결정도 역시 의미 있는 역할을 대변한다. 이수

상(2012)은 방향 네트워크에서 내향 연결정도와 외향 연결정도에 따라 <표

II-6>과 같은 네 가지 역할로 각 노드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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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연결정도의 방향에 따른 노드의 특성

명칭 내향 연결정도 외향 연결정도

고립자(isolated node) 0 0

전달자(transmitter) 0 +

수신자(receiver) + 0

매개자(carrier) 0 0

*출처: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p.232.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수행자 역시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에 따

라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스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업무지식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서 본다면, 집단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발산적 행동을 하는 외향 연결정

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권정언, 2013).

Belbin(1993)의 팀역할 균형 이론과 마찬가지로 팀학습 역할에도 균형 잡힌 핵

심수행자가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그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서는 개인의 지식 뿐 아니라 얼마나 폭넓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개인 또는 조직간 인적 연결망은 그들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수행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조직 경쟁력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순미, 2000; 장용선, 김재구, 2006; Tsai & Ghoshal,

1998).

(2) 사이중심성에 따른 역할

연결정도 중심성이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측정되는 개념이라면 사이중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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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위치의 지표들 중에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개념인 구조적 공백

(sturctural hole)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urt(1992)에 따르면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사람이 더 승진이 빠르고,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이중심성은 다른 노드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포함될수록 높아진다(Cyram, 2013).

사이중심성이 높은 핵심수행자를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Awazu(2004), Burt(2004), Parise(2007)등의 연구자들은 조직 내 지식과 정보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브로커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wazu(2004)

는 연결망 내 브로커를 중심 연결자(central connectors), 경계 확장자(boundary

spanner), 전문가(expert), 연결자(bridge), 문지기(gatekeeper)로 구분하였다. 그

에 따르면 중심 연결자는 핵심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지식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경계 확장자는 조직 내외의 연결망을 이

어주는 역할로 Cross와 Prusak(2002)의 경계 연계자와 비슷한 역할로 볼 수 있

다. 전문가는 Cross와 Prusak(2002)의 주변 전문가와 같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

무에 관련한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지식은 지

식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위영은, 2010). 연결자는 연

결망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중심에서 공유되는 지식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문

지기는 주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Parise(2007)은 브로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브로커의 배치

에 따라 [그림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같인 집단의

정보를 전달하며, 문지기(gatekeeper)는 외부의 지식이나 정보를 조직 내에 전

달한다. 반면 대리인(representative)은 조직 내 지식과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다.

서로 다른 집단에 브로커가 존재한다면, 두 집단 사이에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하는 연락담당(liaison)이 될 수 있으며 집단 밖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간 정보를

교류시키는 위치의 브로커라면 컨설턴트(consultant)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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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브로커 배치에 따른 역할

*출처: Parise(2007). Knowledge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

Application in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3). p.369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중심연결자인 스타뿐 아니라 브로커 역할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중심성에 따른 핵심수행자

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브로커를 알 수 있다면, 전체적인 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Awazu, 2004; Burt, 2004; Nonaka,

Toyama & Byosiĕre, 2004; Parise, 2007)

3. 팀학습과 리더십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리더십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팀학습과 리더십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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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더십

(1)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그 접근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각종

연구를 통해서도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비롯해 이슈리더십, 셀프리

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Stogdill(1972)은 리

더십의 개념정의가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그 다

양성을 지적하였고, Yukl(2006)은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공통의 정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리더십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

고 분명한 리더십의 개념 정의와 공유되는 핵심요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 적합한 리더십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다.

본 연구는 리더십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결망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리더가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리더를 만든다(Backer, 1997)는 말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

휘하는데 있어서 조직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대표적으로 셀프리더십과 같은 자기 통제에 근간을 둔 개념(Neck &

Houghton, 2006)은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의 목적에 따라 리더십의 개념을 영향력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

가 있다.

Ciulla(2002)는 리더십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

며,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간단

히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정의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인규, 박수경, 2009). 이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

의 핵심인 리더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구성원의 형태변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

기 때문이다(Yuk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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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공식

적인 대표의 자리에서 오는 영향력과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리더십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영향력이 이에 해당한다. 리더가 리더십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Backer, 1997), 타인에 대한 형태변화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의 대표라고

하는 직위가 주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기존의 리더십 개발에서는 개인 내

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에서

대인 간 관계가 중요시됨에 따라 리더십의 개발에 있어서 사회 연결망과 관련

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Bartol & Zhang, 2007).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행동양상을 리더십으로

보고, 개인의 카리스마와 정서적 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변혁

적 리더십을 주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폭넓은 범위를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리더십이 특별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성원의 동기를 평가하고 그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포함된다

(Northouse,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연구에 필요한 리더

십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구성원에게 기대 이상의 업적

을 성취하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영향력으로 팀 구성원의 정서,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 그리고 장기적 목표 등을 바꾸어줌으로써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혁시

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보았다.

(2)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업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하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Bass & Avolio, 1990).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대부분 강한 일련의 내적 가치관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들은 부하를 포함한 동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

도록 만드는 데 뛰어난 자질을 보인다(Kuhner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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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1985)는 카리스마의 본성과 정서적 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

로써, 변혁적 리더십을 업무성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켜 구성원이 동기부

여 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세가지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첫째,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

또는 수단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해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하도록 한다. 셋째,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상

위욕구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화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유도한다.

변혁적 접근법이 지니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Northouse, 2010).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시각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

었고 대규모 조직의 저명한 리더들과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정성적

연구들을 포함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는 직관적으로 훌륭한 리더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한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

로 간주한다. 넷째, 변혁적 접근법은 다른 리더십 모델들을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욕구와 가치관 그리고 도덕

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접근법들과 구별된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의 네 가

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Bass, 1985). 첫 번째로 카리스마는 이상적 영향력

(idealized influence)라고 불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고 있

는 리더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는 부

하/동료들에게 높은 기대를 표시하며,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전을 실현

하는데 최선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통해 부하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고무시키는

리더를 묘사한다. 셋째, 지적자극(intellectural stimulation)은 구성원들의 창의성

과 혁신성을 자극하고 그들 자신의 신념과 가치 뿐 아니라 자신과 조직의 신념

과 가치까지도 새롭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배려는 부하들의 개인적인 욕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적 분

위기를 조성하려는 리더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다(Northouse, 2010). 이는 <표

II-7>에 요약하여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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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요인 내용

카리스마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

도록 가치관, 존경심, 자신감을 심어주는 리더십

영감적 동기부여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칭찬, 격려를 통해 사

기를 진작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활기를 제공하는 리더십

지적자극

구성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이해력과 합리성

을 높이고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각성시켜 보다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

개별적 배려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고 개인의

요구 차이를 인정하며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리더십

*출처: Bass (1990). From Tra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8, 22.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를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팀장 뿐 아니라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다요인 리

더십 설문도구(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MLQ)의 경우 고위층 경

영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되었기에 조직의 리더를 떠올리

며 응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Bass, 1985).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영감적 동기유발, 혁신, 그리고 개별적

배려를 강조하는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Bass와

Avolio(1990)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학

습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업무적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채용, 선발, 승진, 훈련과 개발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팀 개

발의 개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팀 구성원

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접근법으로 판단하였다.

나. 팀학습과 리더십의 관계

팀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중 리더십에 관해 다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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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일반적으로 팀장의 리더십에 관심을 둔다. 구체적으로 코칭, 변혁적 리

더십, 임파워먼트 등의 관점에서 팀장을 조직의 대표로서 주목하고 있다(박희

진, 손영우, 2009; 전영욱, 김진모, 2009; Edmondson, 1999; Gibson &

Vermeulen, 2003). 이와 같은 변수들은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며, 변혁적 리더십

이 가장 대표적이다(Thomas & Velthouse, 1990).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거래적 리더십의 행동특성

과는 달리 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비전과 멘탈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리더의 행위는 팀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향상시키며, 팀의 학습을 촉

진시킨다(Sarin & McDermott, 2003). 개별적 배려와 같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

위 변인을 보다 팀학습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리더십이 팀의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배려는 팀 리더가 팀 구성원의 아이디어

를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는 등의 행위이다(Robbins, 2005). 높은

수준의 배려행동을 보이는 리더는 팀 구성원들에게 지원과 관심, 그리고 그들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존중감을 가지게 한다(Sarin &

McDermott, 2003).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은 팀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욕구에 관심을 가지

며 특정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고무시킴으로써 집단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Robbins, 2005). 이와 같이 팀학

습과 관련된 리더십은 주로 팀 구성원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주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리더십 행위는 팀 구성원들을 팀 환경에서 편안하게 만들

며, 이에 토대로 팀 구성원이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하며, 실패로부터 학습

하도록 한다(Edmondson, 1999). Shamir(1990)는 리더는 일종의 총체적인 행동

을 촉진시키는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구성원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효능감에

관한 신념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이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

한 믿음과 자신감을 집단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여 집단 수주의 업무수행능력인

집단 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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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학습과 전문성

이 절에서는 전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

펴보았다. 또한, 팀학습과 전문성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가. 전문성

(1) 전문성의 개념

전문가는 일련의 개념적, 절차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험

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Chi, Glaser, & Farr, 1988). 그러나 전문가와 전문성의

개념은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전문성 연구의 흐름을 통해 보다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성 연구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로 구분되

며 전문가 및 전문성의 개념은 연구의 세대별 흐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

다. 1세대 연구는 체스와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Chase & Simon, 1973; de

Groot, 1978)되었으며, 짧은 기간의 학습과 경험 후 습득될 수 있는 역량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때 전문가는 일반적인 탐색발견(heuristic search)에 특별히

숙련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Holyoak, 1991).

2세대 연구에서는 영역특수 지식에 의존하며, 유추패턴과 특화된 기억 능력을

반영하였다. 이때의 전문성 연구의 핵심은 복잡한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연구

였다. 즉, 높은 수행 수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절차적 학습

(procedural learning)이 핵심적 영역이었다. 이때의 전문가는 초보자와 비교하

였을 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Holyoak, 1991).

마지막으로 3세대는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지식

을 습득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전문가를 특정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하는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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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작은

단위와 지식과 정보를 유의미하게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문성은 순간적으로 인지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능력과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olyoak, 1991). 지금까지의 전문성 연구의 세대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II-8>

과 같다.

<표 II-8> 전문성 연구의 세대별 비교

1세대 2세대 3세대

전문성

구성요소
지식, 문제해결 지식, 문제해결, 경험

지식, 문제해결, 경험, 직

관, 창의성

전문성

습득방법

선천적 요인, 지식 축적

및 연습

의도적 연습, 10년의 법

칙

경험학습, 자기주도적 학

습

전문가의

정의

탐색적 발견에 특별히

숙련된 사람

영역 특수적 지식을 가

지고 높은 수준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사람

특정 문제를 표현, 해결

하는데 적절한 패턴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출처: 오헌석, 성은모 (2010). 인재개발전략연구: 전문가 성장모형 및 성장잠재력 검사도

구 개발 연구,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KHR 2010-2, p.18.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문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Swanson과 Holton(2001)의 경우 전문성을 한 사람이 인간 행

위의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으로 정의

한다. 또한 Harmon과 King(1985)은 보통 이상의 수행결과를 내는 인간이 지닌

기술과 지식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전문성을 과업 특수적 지식으로 이전의 경

험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을 위한 잠재력으로 파악하거나 전문적 수행능력을 가

진 사람이 실질적 행동으로 “고도로 적응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Kochevar,

1994). 오헌석과 김정아(2007)는 전문성을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으로 보았다.

이상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①실제적인 사람의 행동, 또는 행



- 43 -

동 잠재력, ②높은 수준의 수행결과, ③특수한 영역, 분야, ④지식, 기술, 태도

등이다(오헌석, 성은모, 2010). 일반적으로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성의 가장 기본

적인 구성요소는 지식, 경험, 문제해결이다(Hearling, 1998).

첫째 요소인 지식은 크게 암묵지와 형식지로 나눈다. 형식지는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숨겨진 지식으로서 암묵지에는 비

형식 지식, 감성지식, 자기조절 지식이 있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전

문가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은 영역 특수적이며(Glaser, 1990), 지식 그 자체로

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오헌석, 성은모, 2010).

둘째, 전문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험이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Schön(1983)에 따르면 전문가의 전문성은 누적된 지식이나 기술을 체

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실천적인 앎을 통해 행위중의 성찰과 행위 후의 성찰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찰의 전 과정이 전문적 실천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독특

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요소는 지식과 함께 전문성의 핵심적인 요소(Herling,

1998)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하며,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각 단

계에서 전문가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똑같은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독특한 방법을 진전시켜가는 과정을 보

이는데, 이것을 ‘진보적 문제해결’ 이라고 한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이상의 세 구성요소가 공통적으로 전문성의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것만

으로는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 세 요소

이외에도 최근에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창의성, 직관, 통찰력을 전문성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Dreyfus & Dreyfus, 1986; Weisberg, 2006). 한편 오헌

석(2004)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가치, 목표, 습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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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의 측정

전문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전문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크게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hanteau, et

al, 2003). ①경험, ②자격(accreditation), ③동료의 인정(peer identification), ④

전문가 간 신뢰도(between-expert reliability), ⑤전문가 내 응답 신뢰도(within

expert reliability), ⑥주제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 SMEs), ⑦사실을 기

반에 둔 지식(factual knowledge), ⑧전문가의 창출(creation of experts) 등이다.

이상의 8가지 접근은 각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온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Shanteau, et al., 2003). 그럼에도 전문성을 측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Swanson & Holton,

2001).

전문성의 정의가 연구흐름에 따라 달라지듯이 전문성 측정 또한 마찬가지이

다. 초기 전문성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소로 타고난 기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후에는 한 영역에서의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

과에 따라 처음 입문한 시기와 집중적인 연습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전문성 수준

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도 나타났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전문성의 측정과 수량화는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방법과 과정을 측

정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성의 산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

헌석, 성은모, 2010).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지식, 경험, 문제해결,

직관 등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지적 능력과 기술

의 측정은 전문성 개발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Ericsson & Lehman, 1996), 동기적 요인, 자아통찰, 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

지와 성장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 전문성이 구

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성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은 학습활동, 지식창출활동, 지식공유활동 등 전

문가의 특징적인 활동을 분류하여 이러한 활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 자기



- 45 -

진단을 하거나 관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다(오헌석, 성은

모, 2010). 이러한 방법은 Stein(1997)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전문성

을 맥락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척도와 연결망 분석법을 제

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는 잘 알려진 전문가들의 인지된 상태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 연결망 분석법은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의 크기와 유형을 통해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결과를 측정할 때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학위와 자격이

다. 교육의 결과를 인증하는 방식이기도 한 학위와 자격은 전문가 여부를 판단

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전문성 수준을

보여줄 뿐 초보자로부터 최고수준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오헌석, 성은모, 2010).

오헌석과 성은모(2010)은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대

상으로 전문가 성장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성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전문가 성장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오헌석과 김정아(2007)

의 전문성 정의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

을 나타내는 행동 뿐 아니라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문성 측정의 관점 중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전

제로 학습활동과 직무활동이라는 지식과 경험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덧붙여 이를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오헌석과 성은모의(2010) 전문가의 행

동과 잠재력을 측정하는 전문가 성장잠재력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측

정하였다.

나. 팀학습과 전문성의 관계

전문성은 팀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분에 따르면, 팀 구성요인에

해당한다(Kayes, Kayes, & Kolb, 2005). 팀 구성에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에

서 전문성은 정보다양성의 측면에서 경력등과 함께 언급된다. 이는 팀 구성의

측면에서 팀 구성원들의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팀학습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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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경우 팀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개인의 전문성 수준을 측정하

는 것은 어렵기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쉽게 다루어졌던 경력과 학력의 측면에

서의 팀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업무흐름을 기반으로 연결망 연구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 중심성에 따

른 결과에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Mannheim, Baruch, & Tal,

1997).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교 등에서의 형식교육을 잘

배운 사람들이 더욱 일터에 학습기회를 즐기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이성엽, 2008). 이처럼 교육 수준에 따라 업무와 학습 상황에서의 중심성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형식학습의 방법과

촉진요인에 있어서 신입사원과 8년이상 근무한 경력사원 간 차이가 있었다(이

성엽, 2008).

핵심수행자의 관점에서는 Awazu(2004)와 Cross와 Prusak(2002)은 전문가의

개념을 핵심수행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연결망의 관점에서 역시 팀학습에

서 높은 가치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결망 관점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는 주변에 위치하며 핵

심적인 인물들에게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Cross & Prusak,

2002).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개인의 전문성의 수준이 학습 연결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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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과 위계적 선형 분석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유효사례 선정과정에서 논리적인 기준

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연구 대상을

초기 연구 설계에서 연구 대상의 기준과 수집 이후에 실제 분석을 위한 유효

사례 기준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마

지막에는 본 연구의 유효한 연구 대상을 요약하였다.

가. 연구 대상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적 관점에서 팀학습의 핵심수행자를 도출하고, 이들의

연결망 특성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

업 내 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

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리를 추

구하는 국내 기업의 기능팀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능팀은 마케팅, 생산, 재무,

회계, 인사 등 조직의 과업구분에 따른 기능적 부서 안에 존재하는 팀을 의미한

다(Hellriegel & Solcum, 2007). 기능팀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

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내 학습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팀의 운

영방법에 따른 응집력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주현미, 2012)으로 기대

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팀의 범위이다. 팀의 범위는 사회 연결망 연구 절차에서

도 연결망 분석을 위한 집단의 범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

용한다(김용학, 2011). 우리나라 기업 실정 상 ‘팀’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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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경우와 ‘팀’이라는 용어는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조직 내 소집단이 실질

적인 기능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팀’이라는 용어

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선택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 명칭에서의 ‘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목표아래 과업을 수행하는 구조화된 최소화된 조직단위로, 구체적으로는 ‘파트’,

‘부’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소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팀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팀의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팀 구성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Kuipers와 de Witte(2005)

는 팀 규모의 일반적 상한선은 최대 15명이며, 규모가 더 커질수록 구성원들 간

의 과업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rander와 Mark,

그리고 Hertel(2005)는 효과적인 팀의 규모를 보통 3~16명으로 제안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대상을 인원이 최소 3명이상,

최대 15명 이하인 팀으로 설정하였다.

나. 유효 사례 기준

본 연구는 팀학습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결망 분석과 개인 및 팀수준

을 함께 살펴보는 다수준 연구를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

의 연결망 자료가 의미를 지니기 위한 팀 내의 응답률과 다수준 분석을 위한

팀수준(상위 수준)의 분석 대상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팀 내 응답 인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팀원이 참여한 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팀당 몇 명이상의 응답을

받아야 유의미한가에 대해 제시된 명백한 기준은 없지만, 팀당 3명 정도 구성원

의 응답한 연구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Zohar,2002).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평

균 팀원 4.5명(주현미, 2012)이나, 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양경, 김명언, 2006)

역시 그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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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소 응답 인원수를 3명으로 하였다.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는 팀 내 응답률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완전 연결망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전체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학, 2011).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경우 연구대상이 되는 팀의

학습 관계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연결망 분

석에서는 응답률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70%～80%를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Cyram,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65%에

서 90%정도의 응답률을 보고하고 있다(Stork & Richards, 199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팀 내 최소응답률을 70%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팀 내 응답의 최

소 인원수로는 3명, 최소 응답률은 70%를 넘지 않는 팀은 분석에서 제외시켰

다.

다. 자료수집 방법

연결망 설문의 경우 전체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기에 연구대상 팀 섭외를

위해 앞서 연구 대상 기준에 적합한 팀을 선정하여 팀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협

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연구에 협조를 구한 팀은 35팀이며 총 연구

대상은 279명(팀 평균인원 8.0명)이었다.

팀학습 연결망 설문 항목에는 분석을 위해 반드시 팀 구성원들의 이름을 설

문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설문지에 관계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익명성을 사전에 알려줌과 동시에 응답자에게

응답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팀원의 명단을 기반으로 코드북을 만들어 구성원

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팀 구성원별로 서로 다르게

제작(A1...A8 등)되어 설문지를 적성할 때 사적인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지 않도

록 하였다.

설문 수행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동년 동월 24일까지 우선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메일로 설문회수가 어려운 팀에 한하여 직접 방문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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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의해 총 35팀의 222명(회수율 79.6%)이 응답하였

다. 총 222명 중에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소 응답인원 3명과 팀 내 응답률

70%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유효 사례팀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효 사례팀은 27팀이고 각 팀의 팀원수의 합은 221명, 팀 평균인원은

8.2명이었다.

라.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을 팀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27팀의 팀원수, 응답률 및 팀직무는 아래

<표 III-1>과 같다. 유효한 분석 대상팀의 직무는 HR이 9팀, R&D가 5팀, 영업

이 6팀, 기타직무가 7팀이었다. 이 팀들을 대상으로는 총 199건의 설문이 회수

되었고, 최종적으로 유효 사례팀에 한정한 설문 회수율은 90.0%(221명 중 199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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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유효 사례팀의 팀원수 응답률, 팀직무 요약

팀(부호화)
전체 팀

구성원 수

응답한

구성원 수
응답률 팀 직무

aaa 8 8 100% HR

aab 7 7 100% HR

boo 9 7 78% HR

caa 10 9 90% HR

cba 5 4 80% 영업

daa 8 8 100% HR

dba 13 12 92% 기타

dca 7 6 86% 영업

ddo 3 3 100% 기타

dfa 10 9 90% HR

dha 6 5 83% 기타

dia 13 10 77% HR

dja 9 8 89% 기타

djb 10 7 70% 기타

doa 8 8 100% 기타

dob 7 5 71% 기타

eaa 14 14 100% R&D

eab 8 8 100% R&D

foo 5 5 100% 영업

gaa 8 6 75% HR

gab 4 4 100% 영업

jaa 12 11 92% 영업

jab 15 14 93% 영업

lao 6 5 83% R&D

nao 4 4 100% R&D

maa 8 8 100% HR

mba 4 4 100% R&D

계 221 1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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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팀 구성원들의 성별, 팀장여부, 학력, 하루 평균 업무관련 학습시간, 연간

평균 외부교육 횟수, 조직 내 근속연한, 직무수행연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아래 <표 III-2>와 같다. 전체 표집수 199명 중에 남자는 111명, 여자는 88

명으로, 비율은 각각 55.8%, 44.2%였다. 직급은 사원이 67명, 대리가 46명, 과장

이 48명, 부장 및 차장이 33명, 임원급이 5명으로 각각 33.7%, 23.1%, 24.1%,

16.6%, 2.5%였다. 팀장여부의 경우는 R&D직무에 해당하는 팀 중 한명 이상의

팀장이 있는 조직이 포함되어 있어 팀장은 총 29명, 팀원은 170명으로 각각

14.6%, 85.4%였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4명으로 2.0%에 해당하였고,

전문대학 졸업은 20명으로 10.1%를 차지했으며, 대학 졸업자가 143명으로

71.8%,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은 32명으로 16.1%에 해당하였다. 하루 평균 학

습시간은 1시간 미만이 145명, 72.9%였고, 1시간 이상이 54명, 27.1%였다. 연간

평균 외부교육 횟수는 1회 미만이 54명으로 27.1%에 해당하였고, 1회～3회가

84명으로 42.2%를 차지했다. 또한, 4～6회는 37명으로 18.6%에 해당하였고, 7회

를 이상은 24명으로 12.1%였다. 현 조직 내 근속연한 및 직무수행연한은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다. 조직 근속연한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평균은 5.53년(표준편차 5.40)이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연수는 최

소 1개월에서 최대 26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평균은 3.79년(표준편차

3.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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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분류 사례수 비율(%)

성별
남 111 55.8

여 88 44.2

직급

사원 67 33.7

대리 46 23.1

과장 48 24.1

부장․차장 33 16.6

임원 5 2.5

탐장여부
팀장 29 14.6

팀원 170 85.4

학력

고졸 4 2.0

전문대졸 20 10.1

대졸 143 71.8

대학원졸 32 16.1

하루 평균

업무관련 학습시간

1시간 미만 145 72.9

1시간 이상 54 27.1

연간 평균

외부교육 횟수

1회 미만 54 27.1

1-3회 84 42.2

4-6회 37 18.6

7회 이상 24 12.1

근속연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1년 30.0년 5.53년 5.40

직무수행연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1년 26.0년 3.79년 3.82

(표집수=199)

2. 연구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각 변수에 대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연결망, 리더십, 전문성, 직무특성, 팀 학습 행동, 일

반적 특성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양식은 연결망 설문지를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 및 선택형을 활용하였다. 변수에 따른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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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조사도구의 구성

영역 분류 문항수 출처

팀학습 연결망

(3문항)

지식 - -

창의적 아이디어 - -

비전 - -

변혁적 리더십

(12문항)

카리스마 3

Bass & Avolio

(1992)

영감적 동기 3

지적 자극 3

개별적 배려 3

전문성 척도

(15문항)

가치요인 4

오헌석, 성은모

(2010)

학습요인 4

경험요인* 3 → 2

창조요인 4

직무특성

(13문항)

과업다양성 4

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과업자율성 6

업무부담 3

팀학습활동

(7문항)
7 Edmondson (1999)

일반적 특성

①성별, ②연령, ③최종학력, ④근속연한, ⑤직무

수행연수***, ⑥팀장여부**, ⑦직급(위), ⑧현재

직무와 관련한 개인적 학습시간**, ⑨입사 후 외

부교육 평균 참가 횟수

9

*전문성 측정도구의 경우 경험요인 문항 중 하나가 신뢰도 문제로 제거됨

**리더십 관련 문항

***전문성 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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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탐색을 통해 규정한 팀학습을 세 가지 차원인 업무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결망 특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요 연결망 특성은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에

따른 중심성(centrality)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

성,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사이중심성이다.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에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얼

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 연결이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 이

는 국지적인 지역 중심성(local centrality)을 측정하는 타당한 지표이다. 이를

구분하면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 노드로 향하는 방향의 연결들을 의미하는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들을 가

리키는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은 연결의 형태정보를 통해 도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

결의 강도를 함께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연결정도 중심성(weighted degree

centrality)을 고려하였다. 연결의 강도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의 빈도나 연

결의 지속기간, 친밀도와 같은 가치 측면으로 측정된다(김용학, 2011;

Perry-Smith, 2006). 따라서 여기에서의 각 연결망의 가중치는 빈도와 가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이때,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가치의 측면

을,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빈도의 측면을 가중치로 하여 연결망 특성을

도출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연결정도 중심성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degree centrality of node =
 

: 연결망 내 전체 노드 수, : 노드(j)의 연결과 강도

연결정도 중심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로 주목한 것

은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Freeman(1979)가 제안한 사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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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각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제 3의 방법으로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

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노드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포함될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Cyram, 2013). 즉, 사이중심성은 다

른 노드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용학, 2011).

사이중심성은 방향과 가중치를 제거하는 이분화(Dichotomize) 및 대칭화

(Symmetrize)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도출된다.

betweenness centrality of node =


  

 


 



: 노드 j와 k의 최단경로 중 노드 i가 등장하는 횟수




: 노드 i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노드 쌍의 수

(1) 지식 연결망

지식 연결망은 “팀 구성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

을 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빈도는 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횟수를

‘한달에 1회 미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1주에 여러번’, ‘매일’ 중에

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치 측면에서는 기입한 팀 구성원을 통한 도

움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해당 직원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로 업무에 적요하

는 정도에 대해 ‘적용함’부터 ‘적극적으로 적용함’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결망 설문은 팀원 중 도움을 구하는 구성원을 선택하여 자유기입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얻은 지식을 실제업무에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그 적용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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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은 “귀하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창의적 아

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을 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빈도는 해당 직원과의 아이디

어 공유 빈도를 ‘한달에 1회 미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1주에 여

러번’, ‘매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치 측면에서는 선택한 팀

구성과의 아이디어 공유가 아이디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도움됨’부터

‘매우 도움됨’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식 연결망과 마찬가지로 본

연결망 설문이 팀원 중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구성원을 선택하여 자유기입 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과의 아이디어 공유가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적용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3) 비전 연결망

비전 연결망은 “귀하가 소속된 부서 또는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구성원 중

누구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을 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빈도는 해당 직원과의 의사소통 횟수를 ‘한

달에 1회 미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1주에 여러번’, ‘매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해당 직원을 통해 조직의 비

전이나 미션을 공감하게 되는 정도를 ‘공감됨’부터 ‘매우 공감됨’까지 5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앞선 두 차원의 연결망과 마찬가지로 본 연결망 설문은

팀원 중 비전을 공감하게 되는 구성원을 선택하여 자유기입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팀 구성원을 통해 비전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적용의 정도를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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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주요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리더십과 전

문성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리더십

본 연구에서 리더십을 크게 개인의 팀 내 위치에서 오는 공식적 리더십과 개

인 특성으로서의 내재된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발현이

리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문인규, 박수경, 2009)하여 팀장여부를 리

더십의 개념 아래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예상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밝힌 팀장여부를 팀장은 0,

이하 팀원은 1으로 코딩하여 리더십 변수군의 하나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팀 내에서의 위치를 통한 공식적인 리더십 외에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리더

십을 측정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그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임영제와

이창원(2008)은 변혁적 리더십의 연구경향분석을 통해 후속 과제로 조직 내 최

상위, 중간, 하위 계층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리더십 차원으로 관점을 전환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제안하는 특성들

이 모든 조직원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팀 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도구는 Bass와

Avolio(1992)가 개발한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MLQ) Form 6S이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MLQ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한

계를 지닌다(Northouse, 2010).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요인들(이

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의 상호 간 상관성이 높

다는 점이 지적된다(Tejeda, Scandura & Pillai, 2001; Tracey & Hinkin,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MLQ는 리더십 연구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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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로 인정받고 있다(Northouse, 2004).

MLQ가 경영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응

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설문도구(Northouse, 2004)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맞게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의 변혁적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

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동료들은 내가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

는 우리 팀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 한

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 성향이 강함을 의미하고,

각 개인의 평균점수를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전

체 문항의 신뢰도는 .913이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인을 포함한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변수
신뢰도 계수

(Cronhach’s alpha)

변혁적 리더십

전체 .913

카리스마 .845

영감적 동기 .789

지적 자극 .829

개별적 배려 .682

(2) 전문성

전문성은 지식, 경험을 대변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측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는 어떤 변수를 사용해도 전문성을 온전히 측정한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Shanteau,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세

가지 변수를 전문성 변수군으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전문성의 요소 중 경험을 강조하여 반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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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수행연수와 학습을 강조하는 업무와 관련한 하루 학습시간을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헌석과 성은모(2010)가 개발한 전문

성 검사도구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문성 검사도구(오헌석, 성은모, 2010)는 과학자, 공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전

문가 성장에의 핵심요소들을 기반으로 이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개발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가치’, ‘학습’, ‘경험’, ‘창조’의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3문항의 자기진단식 검사도구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Cronbach’s α=.952). 이는 전문가의 성장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개발한

타당한 측정도구이지만, 영역특수적인 전문가의 특성에 맞추어 본 연구의 대상

인 기업조직상황에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문

항수 역시 보다 손쉽게 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타당

도 검토를 거쳐 15문항으로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수집된 설문결과를 바탕으

로 신뢰도 검증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14문항이 실제 분석에서 ‘전문성 척도’라

는 변수명으로 평균점수가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전문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881이었다. 전문성 검사도구의 하위 구인을 포함한 신뢰도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전문성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

변수
신뢰도 계수

(Cronhach’s alpha)

변혁적 리더십

전체 .881

가치요인 .772

학습요인 .734

경험요인 .643

창조요인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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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개인의 연결망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

팀수준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수준에 따른 통제변수를

소개하고 통제의 이유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수준 통제변수

개인수준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직급, 학력, 조직 내 근속연한, 연당 외부교육

횟수, 직무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는 조직 내 관계 양상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Ibarra, 1992)를 고려하여 남

자는 0, 여자를 1로 부호화하여 통제하였다.

직급과 조직 내 근속연한은 팀 내 학습과정에서 팀원들에게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직급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과장을 이상을 관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리이하를 비관리자 집단으로 0, 과

장이상을 관리자로 1로 부호화하였다. 조직 내 근속연한은 응답자들에게 현재

근무하는 조직의 근속연한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통제하였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력 및 연당 외부교육 횟수를 위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하였다. 학력의 경우는 고졸 및 전

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졸 및 전문대졸을 기준

으로 대졸을 1로 더비변수 처리한(나머지는 0) 학력 더미1(SchoolD1)과 대학원

이상을 1로(나머지는 0) 더미변수 처리한 학력 더미2(SchoolD2)로 통제하였다.

연당 외부교육 횟수의 경우는 팀 내에서 외부교육을 다녀온 후 전파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가 있고, 직급이나 조직 내 근속연한이 많다고 해서 외부교육을 많

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독립적인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연 평균 횟

수를 1회 미만, 1회～3회, 4～6회, 7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1～4로 부호화하

여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인지한 직무의 특성은 무형식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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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영향을 미친다(Ellström, 2001; Lohman, 2005). 따라서 개인이 인지한 직

무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직무특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의미감이나 책임감을 직무특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였다. 직무특성은 과업다양

성, 과업자율성, 업무부담을 구성요인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Doornbos,

Simons와 Denessn(2008)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직무특성의 신

뢰도 계수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직무특성의 신뢰도 계수

변수
신뢰도 계수

(Cronhach’s alpha)

직무특성

전체 .738

과업다양성 .665

과업자율성 .860

업무부담 .680

(2) 팀수준 통제변수

팀수준에서는 팀원 수, 팀 직무, 팀학습활동, 팀 내 연결망 구조를 통제하였

다. 우선 팀원 수는 연결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제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연결망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팀원 수는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연결망에 속한 점들의 중심성이 낮아진다(김용학, 2011). 본 연구에서는 유효

한 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팀원 수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팀원 수를 팀수준에서 통제해야 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팀 직무의 경우는 무형식 학습을 촉진하는 데에 어떠한 직무을 담당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한다. 직무에 따라 학습촉진직무(learning-rich

jobs)와 학습박탈직무(learning deprived jobs)가 있다(Skule, 2004). 따라서 팀

차원의 직무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직무를 HR, R&D, 영업, 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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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으며 HR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세 가지의 팀 직무 더미변수를 만들어

팀수준의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팀 차원의 학습활동의 정도가 개인의 팀학습 연결망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았다. Edmondson(1999)은 팀 학습을 팀원들이 활동하고 피

드백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동태적인 과

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은 Edmonson(1999)이 개발한 팀학습 설문조

사(TLS: Team Learning Survey)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793이다.

마지막으로 팀 내 연결망 구조를 통제하기 위해 팀 내 컴퍼넌트(Component)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컴퍼넌트는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노드들의 집합으

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은 하나의 컴퍼넌트에 속하게 된다. 이때, 팀

원 A에서 팀원 B로 가는 방법과 팀원 B에서 팀원 A로 가는 방법이 모두 존재

하는 것이 강한 컴퍼넌트(Strong Component), 연결의 방향을 무시하는 것이 약

한 컴퍼넌트(Weak Component)이다(Cyram, 2013). [그림 III-1]을 보면 강한 컴

퍼넌트의 경우는 A에서 B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이 존재하는 반면, 약한 컴퍼

넌트는 A와 B가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연결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강한 컴퍼넌트와 약한 컴퍼넌트

대부분의 팀이 약한 컴퍼넌트 분석에서는 1로 동일한 수치가 도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결망 별 강한 컴퍼넌트의 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팀학습 연결망의 닫힌 구조를 통제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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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매트릭스는 아래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독립변수의 구성 매트릭스

수준 리더십 전문성 통제변수

개인수준
변혁적 리더십

팀장여부

전문성 점수

직무경험

학습시간

성별

직급

학력

조직 내 근속연한

연당 외부교육횟수

직무특성

팀수준 - -

팀원 수

팀 직무

팀학습활동

강한 컴퍼넌트의 수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학습 연결망을 정의하기 위해 팀 내

학습내용과 과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이다.

둘째, 리더십과 전문성을 포함한 팀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문항을 제작하였고, 이에 대해 교

육학을 전공한 박사 후 연구원 2명과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교수 1명에게 내

용타당도 검증을 요청하였다. 또한 앞선 과정에서 정의한 연결망에 따른 연결망

설문지에 대한 보다 타당한 검토를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 전문가인 교수 1명

에게 내용타당도 및 설문 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실무

자들에게 설문에서의 용어와 기술방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기업체 임원급 종

사자 1명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였다.

셋째, 연결망 설문을 통해 구해진 관계자료를 바탕으로 팀학습 핵심수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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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결망 자료를 시각화 하

였으며 빈도분석 등의 기초통계를 수행하였다.

넷째, 수집된 독립변수와 앞서 규정한 종속변수를 가지고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팀학습 핵심수행

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는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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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분석은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된 팀학습 연결망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팀학습 연결망 분석(Team-Learning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

다. 네트워크 분석의 분석 단위는 네트워크 노드의 개별적 속성과 노드들을 이

어주는 관계적 속성,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를 묘사하는 구성적 성질이다(김용

학, 2010).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적용한

Hatala(2006)은 분석 절차를 <표 III-8>과 같은 8단계로 제시하였다.

<표 III-8> 사회 연결망의 분석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 연결망 분석 유형 결정
사회 연결망 분석의 기본 유형 선택

- 자아 중심 연결망과 완전 연결망

2 연결망 관계 정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측정 관계 결정

예) 의사소통 관계, 권력 관계, 신뢰 관계 등

3 연결망 자료 수집
설정된 연구문제에 맞춰 인터뷰, 설문조사, 문

제 수집 등의 방법 활용

4 관계 측정 이진법 혹은 계량값으로 측정 가능

5 행위자 특성정보 포함 여부 결정
집단이나 조직 내 행위자들의 배경 요인 중 어

떤 요소를 선택할지 결정

6 연결망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프로그램 선정

7 연결망 지표 개발
연결망 분석 시 활용된 측정 유형 결정

예) 밀도, 중심성, 구조적 지위 등

8 연결망 분석 결과 제시 매트릭스, 소시오그램 등의 시각화 표현

*출처: Hatala(2006); 위영은(2010). 병원 행정조직 사회 연결망에서의 무형식학습 연구. 중

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위 단계를 통해 구해진 ‘지목한 사람’(source)과 ‘지목 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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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target)간의 행렬 자료를 사회연결망 분석 도구인 NetMiner 4(Cyram, 2013)

에 입력하여 개인별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

전-의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및 외향 중심성, 사이중심성을 계산하였다.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시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팀학습 핵심수

행자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팀학습 핵심수행자들

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정의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들은 이어지는

연구의 종속변수로 투입되었다.

연결망 분석에 이어 핵심수행자의 역할이 규명된 후 핵심수행자의 연결망 특

성에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분석을 수

행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준, 즉 개인(팀원) 수준과

조직(팀) 수준에서 측정되는 위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

수준 뿐 아니라 학습 연결망 밀도나 팀원 수와 같은 팀수준의 변수들 역시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는 HLM 6.08 통계패키지를 활

용하였다.

위계적 선형 분석에서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결망 특성에 대

해 팀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기초모형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된다. 이는 일원분산 분석의 무선효과모형

(Raudenbush & Bryk, 2002)와 일치한다.

기초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리더십, 전문성 변수를 순차

적으로 투입하는 3단계의 2수준 위계선형분석(2-Level Hierarchial Linear

Model)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1단계(통제모형)에서는 전술하였던 개인 수준에

서의 통제변수 및 팀수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

계(리더십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 변혁적 리더십 평균점수와 팀장여부를 추가

적으로 투입한 후 연결망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최종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전문성 평균점수와 학습시간, 직무경험의

전문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이 핵심수행자의 연결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III-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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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연구의 단계적 모형 요약

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기본모형
팀학습 핵심수행자

연결망 특성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없음

연구모형

1단계 통제변수

2단계 통제변수, 리더십

3단계 통제변수, 리더십, 전문성

각 변수들의 중심점 교정(centering)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부호화를 통

해 0이 의미를 지니는 변수들은 중심점 교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변

수들은 성별, 학력더미1, 학력더미2, 직급, 팀장여부, 학습시간이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 중 변혁적 리더십 점수, 전문성 점수, 직무수행연수에 대해서는 그룹

평균으로서의 중심점 교정(group-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과업

다양성, 과업자율성, 업무부담, 조직 내 근속연한, 1년 평균 외부교육 횟수는 전

체평균으로의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III-9>의 각 단계별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1수준] (연결망특성) = β0j + rij                     rij ~ N(0, σ2(1))

[2수준] β0j = ϒ0 + μ0j                μ0j ~ N(0, τ00)

<1단계(통제모형)>

[1수준] (연결망특성)=β0j+β1j(성별ij)+β2j(학력더미1ij)+β3j(학력더미2ij)+β4j(직급ij)

+β5j(근속연한ij)+β6j(외부교육ij)+β7j(과업다양성ij)

+β8j(과업자율성ij)+β9j(업무부담ij)+rij rij ~ N(0, σ2)

[2수준] β0j = ϒ0+ϒ1(팀원수j)+ϒ2(팀직무D1j)+ϒ3(팀직무D2j)+ϒ4(팀직무D3j)
+ϒ5(팀학습활동j)+ϒ6(SC의수j)+μ0j

β1j = ϒ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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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9j = ϒ90 μqj ~ N(0, τ)

<2단계(리더십모형)>

[1수준] (연결망특성)=β0j+β1j(성별ij)+β2j(학력더미1ij)+β3j(학력더미2ij)+β4j(직급ij)

+β5j(근속연한ij)+β6j(외부교육ij)+β7j(과업다양성ij)

+β8j(과업자율성ij)+β9j(업무부담ij)+β10j(리더십ij)

+β11j(팀장여부ij)+rij rij ~ N(0, σ2)

[2수준] β0j = ϒ0+ϒ1(팀원수j)+ϒ2(팀직무D1j)+ϒ3(팀직무D2j)+ϒ4(팀직무D3j)
+ϒ5(팀학습활동j)+ϒ6(SC의수j)+μ0j

β1j = ϒ10
.....

β11j = ϒ110 μqj ~ N(0, τ)

<3단계(최종모형)>

[1수준] (연결망특성)=β0j+β1j(성별ij)+β2j(학력더미1ij)+β3j(학력더미2ij)+β4j(직급ij)

+β5j(근속연한ij)+β6j(외부교육ij)+β7j(과업다양성ij)

+β8j(과업자율성ij)+β9j(업무부담ij)+β10j(리더십ij)

+β11j(팀장여부ij)+β12j(전문성ij)+β13j(직무수행연수ij)

+β14j(학습시간ij)rij rij ~ N(0, σ2)

[2수준] β0j = ϒ0+ϒ1(팀원수j)+ϒ2(팀직무D1j)+ϒ3(팀직무D2j)+ϒ4(팀직무D3j)
+ϒ5(팀학습활동j)+ϒ6(SC의수j)+μ0j

β1j = ϒ10
.....

β14j = ϒ140 μqj ~ N(0, 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 모형과 위계적 선형 분석의 변수 및 모형

에 따라 각 변수를 요약하면 <표 III-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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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위계적 선형분석 모형에 따른 변수 요약

독립변수

수

준
변수명 변수설명

팀

수

준

팀 특성 변수

Ÿ 팀원 수*

Ÿ 팀 학습 활동*

Ÿ 팀 직무

팀원 수

팀 학습 정도에 대한 팀원 점수의 평균

“HR”을 기준으로 “R&D”, “영업”, “기타”를 더미(D1,D2,D3) 부

호화

연결망 변수

Ÿ 컴포넌트 개수* 팀학습 연결망 분석에 따른 강한 컴포넌트의 개수

개

인

수

준

개인 특성 변수

Ÿ 성별

Ÿ 직급

Ÿ 학력

Ÿ 조직 내 근속연한*

Ÿ 외부교육 횟수*

남자 = 0, 여자 = 1

비관리자(대리이하) = 0, 관리자(과장이상)=1

“고졸․전문대졸”을 기준으로 “대졸”, “대학원이상”을 더미

(D1,D2) 부호화

조직 내 근속연한(year)

1년 평균 외부교육 횟수

직무 특성

Ÿ 과업다양성*

Ÿ 과업자율성*

Ÿ 업무부담*

과업다양성 평균점수(0～5점)

과업자율성 평균점수(0～5점)

업무부담 평균점수(0～5점)

리더십

Ÿ 변혁적 리더십**

Ÿ 팀장여부

변혁적 리더행동에 대한 척도의 평균점수(0～5점)

팀장 = 0, 팀원 = 1

전문성

Ÿ 전문성 척도**

Ÿ 직무수행연수**

Ÿ 학습시간

전문성 검사도구의 평균점수(0～5점)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년수(year)

현재 직무와 관련한 개인적 학습시간

(1시간 미만 = 0, 1시간 이상 = 1)

종속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연결망 특성

Ÿ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Ÿ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Ÿ 사이중심성

가중치를 고려한 팀원이 자기를 각 지목한 횟수에 따른 중심성

가중치를 고려한 자기가 조직원을 지목한 횟수에 따른 중심성

다른 팀원들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포함되는 정도

* grand-mean centering

** group-mean c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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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내 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팀

학습 과정에서 핵심수행자의 도출 및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리더십과 전문성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팀들의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역할

로 규정하였다. 역할을 규정한 후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규정된

연결망 특성을 포함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을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3단계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팀학

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1.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시각화

본 연구문제의 첫 번째는 팀학습 연결망을 통해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절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팀

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도출하기에 앞서 세 차원의 연결망의 관계를 탐색적

으로 살펴본 후 세 가지 차원의 팀 학습 연결망의 구조를 밝히고, 세 가지 팀학

습 연결망에 따라 각기 대표적인 팀을 선정하여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시각화

는 연결망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

이다(김용학, 2011). 시각화에서는 팀학습 연결망 간 관계를 간단히 보여주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연결망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Spring 알고리즘 중 각 노드 쌍

이 이상적인 거리를 갖도록 최적화하는 중 Kamada & Kawai 방법을 사용한다

(Cyram, 2013). 이후 본격적으로 핵심수행자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 차원

의 팀학습 연결망의 구조를 시각화 할 때는 중심성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원형 알고리즘의 동심원형(concentric)방법(Cyram, 2013)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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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학습 연결망 간 관계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의 세 가지 차원의 팀학습 연결망은 하나의 개념

아래 서로 상관을 지니고 있는 연결망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각 연결망의 행렬

간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의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인 스칼라(Scalar)는 그 분포가 가우스함수

를 기반으로 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반면, 대부분의 좁은 세상의 연결망에서의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Vector)값은 멱함수 법칙(power law)을 따르기 때문이다

(김용학 외, 2007). 멱함수란  의 형태를 분포를 보이는 함수로서, 정규

분포와는 달리 평균이 의미가 없고, 연결선 수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

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때의 통계적 검증은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QAP)를 통해서 확인(Cyram, 2013; 조일현,

2008)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의 상관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0.745** 　 　

비전 연결망 0.712** 0.705** 　

*p<.05, **p<.01

위 표와 같이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은 서로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을 비교하고 연구

가설에서 설정한 핵심수행자 역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 중 하

나의 팀을 대표적으로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 연결망의 구조를 시각화하

여 살펴보았다([그림 VI-1], [그림 VI-2], [그림 VI-3] 참조). 이 팀은 총 팀원은

13명이고 본 연구에는 12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92.3%). 팀의 직무는 본 연구

의 구분에 따르면 기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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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지식 연결망 연결정도 시각화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팀원은 dba10으로 상대적으로 지식 연결

망에서 중심에 놓여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립자는 내향과 외향 양방

향 모두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행위자를 가리키는데(Cyram, 2013), 지식연결망

에서는 고립자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IV-1]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시각화 자료만으

로 사이중심성을 정확히 살펴볼 수 없지만 탐색적인 차원에서 연결정도 중심성

을 통해 핵심수행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ba10은 팀 구성원들에게 지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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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아 지식 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만

면, 상대적으로 팀 구성원들을 많이 지목한 dba7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계를

통한 학습자(Network Learner)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2]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연결정도 시각화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경우 지식 연결망과는 다르게 고립자(dba8)가 존

재하고, 크게 3개의 약한 컴퍼넌트(weak component)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핵심수행자를 탐색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예시로 주어진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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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분절되어 있지만, dba3과 dba6이 많은 지목을 받아 아이디어 허브(Idea

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밖으로 향하는 화살

표가 많은 dba9과 dba10 등은 주변 팀원들과 아이디어 공유를 많이하는 아이디

어 창조자(Idea Creator)로 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중심에 있

는 dba10이 아이디어 브로커(Idea Brok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 연결망을 살펴보면 그림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비전 연결망 연결정도 시각화

비전 연결망의 경우 앞선 두 연결망과는 다르게 고립자(dba5, dba8)가 두명

존재하고, 팀장인 dba11에게 연결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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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역시 핵심수행자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면, dba11이 비전 리더(Vision

Leader)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밖으로 화살표가 많아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이 높은 dba10이 비전 팔로워(Vision Follower)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이중심

성을 통해 드러나는 비전 브로커(Vision Broker)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특정 팀을 대상으로 시각화 자료를 통해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의 비교와 연구가설에서의 핵심수행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성 시각화 및 통계자료를 통해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살펴보기 앞서 세 가

지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노

드 및 링크의 수, 연결망 밀도, 노드 당 평균 링크의 수, 컴퍼넌트의 수, 지름

등을 확인한다. 이때, 지름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긴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김

용학 외, 2007). 지금까지 살펴본 특정 팀을 대상으로 세 연결망의 구조를 요약

하면, 동일 팀이기 때문에 노드의 수는 12명으로 같고 그 외의 지표들은 다음

<표 IV-2>와 같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밀도는 보통 5%～30%로 나타나며, 빈

번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수준은 15%～20%로 보고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팀은 팀학습 연결망이 보통 수준이고, 업무지식이 빈번하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의 구조적 특성

차원

연결망 속성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

링크의 수 23 19　 15　

연결망 밀도 0.174 0.144　 0.114　

노드 당 평균 링크의 수 1.917 1.583 1.250

약한 컴퍼넌트의 수 1 4 3

강한 컴퍼넌트의 수 8 5 11

지름(Diameter)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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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연결망이 통계적으로

0.7이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VI-1], [그

림 VI-2], [그림 VI-3]의 시각화 <표 IV-2>에서 요약한 구조적 특성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에도 그 구체적인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본격적으로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에 따라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및 사이중심성의 결과를 살펴볼 것

이다.

나. 지식 연결망

지식 연결망에서의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및 사이중심성의 결과를 제

시하고 이에 따라 핵심수행자의 역할의 규정을 위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한 시각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지식 연결망의 각 중심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

한 팀은 총 팀원은 13명이고 본 연구에는 10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76.9%). 팀

의 직무는 본 연구의 구분에 따르면 HR에 해당한다.

(1)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팀 구성원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로 얼마나 적용하는지 정도의 측정을 통

한 가중치를 부여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그림 IV-4]와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 팀에서는 dia5가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이 가장 높은 팀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이 dia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ia5와 dia6는 타 팀 구성원에 비해 지식 가치 확장자(Knowledge

Value Add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 가치 확장자는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식의 측면에서 조언을 많이해주

고 이것을 실제로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업무지

식을 전파하고 이 지식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Cross와 Prusak(2002)가 제안한 중심 연결자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 지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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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관점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여 재해석하고 보다 구체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4] 지식 연결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4]와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

에서 지식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

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

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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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

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

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

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결과 지식 가치 확장자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직무수

행연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지식 가치 확장자

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이 보다 높은 사람들이고, 직무수행연수가 보다 많은 팀

구성원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3> 지식 가치 확장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지식 가치 확장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지식 가치 확장자(n=33) 기타 팀 구성원(n=166) t

변혁적 리더십 3.821 (0.455) 3.474 (0.598) -3.152**

팀장여부† 0.727 (0.452) 0.880 (0.327) 1.841

전문성 척도 3.864 (0.450) 3.678 (0.511) -1.939

직무수행연수† 5.291 (4.766) 3.486 (3.542) -2.065*

학습시간 0.303 (0.467) 0.265 (0.443) -.446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2)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식 연결망에서 팀 구성원들에게 많이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의 경우, 그 의미를 보다 극대화 시키기 위해 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이 값을 기반으로 [그림 IV-5]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

팀에서는 dia3이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팀 구성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이 dia1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ia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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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10은 타 팀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관계 학습자

(Network Learner)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과 동시에 팀 내 지식 연결망을 보다 활성화 시켜

관계적 관점에서 팀 학습을 보다 활발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5] 지식 연결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관계 학습자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

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5]

와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에서

지식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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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

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

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4>와 같이 제시하였다. 관계 학습자의 경우 t-검증

결과 아래의 다섯 가지 주요 독립변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4> 관계 학습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관계 학습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관계 학습자(n=29) 기타 팀 구성원(n=170) t

변혁적 리더십 3.684 (0.468) 3.505 (0.606) -1.510

팀장여부† 0.724 (0.455) 0.876 (0.330) 1.728

전문성 척도 3.734 (0.421) 3.705 (0.519) -0.289

직무수행연수 3.162 (3.935) 3.892 (3.800) .951

학습시간 0.310 (0.471) 0.265 (0.442) -.509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3) 사이중심성

사이중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특정 노드를 거쳐야 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값이다(Freeman, 1979). [그림 IV-6]의 시각화 결과에 따라 이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중심성이 높은 dia6의 경우는 팀 내 지식흐름에 있어서

Burt(1992)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그

는 팀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통제력이 커지고, 중복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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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은 사람이다. 즉, 지식 브로커(Knowledge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dia6는 타 구성원에 비해 다양한 정보, 지식 등의 사회적 자원을 더 쉽게 얻

을 수 있는 사람이다(Adler & Kwon, 2002).

[그림 IV-6] 지식 연결망 사이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지식 브로커의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

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6]과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

에서 지식 연결망의 사이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



- 83 -

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

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

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

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

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5>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식 브로커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지식 브로커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이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5> 지식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지식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지식 브로커(n=26) 기타 팀 구성원(n=173) t

변혁적 리더십 3.744 (0.494) 3.500 (0.598) -1.980*

팀장여부 0.808 (0.402) 0.861 (0.347) .719

전문성 척도 3.799 (0.444) 3.695 (0.514) -.980

직무수행연수 3.935 (3.608) 3.763 (3.859) -.213

학습시간 0.231 (0.430) 0.277 (0.449) .497

괄호안은 표준편차

*p<.05, **p<.01

다.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에서의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및 사이중심성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핵심수행자의 역할의 규정을 위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각 중심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한 팀은 총 팀원은 14명이고 본 연구에는 14명이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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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응답률 100.0%). 팀의 직무는 본 연구의 구분에 따르면 R&D에 해당한다.

(1)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은 팀 구성원과의 아이디어 공유가 아이디어의 발전

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내형 연결정도 중심성을

측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그림 IV-7]와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례로 제시된 팀에서는 eaa12와 eaa9가 핵심

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팀원들이 이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이디

어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수행자로 아이디어 허브

(Idea Hub)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Cross와 Prusak(2002)가 제안한 중심 연결자

의 개념을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보다 구체화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통

해 팀 구성원들로부터 아이디어 공유의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서 팀 구성원들

의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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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아이디어 허브의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

수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7]과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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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

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

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6>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디어 허브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전문성

척도 및 직무수행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허브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의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람들일 것이고, 직무수행연수 또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6> 아이디어 허브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아이디어 허브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아이디어 허브(n=27) 기타 팀 구성원(n=172) t

변혁적 리더십† 3.914 (0.386) 3.471 (0.595) -5.076**

팀장여부† 0.741 (0.447) 0.872 (0.335) 1.465

전문성 척도 3.894 (0.444) 3.680 (0.509) -2.066*

직무수행연수 5.333 (4.075) 3.542 (3.731) -2.290*

학습시간 0.222 (0.424) 0.279 (0.450) .615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2)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지식 연결망에서와 같이

그 의미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 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중심성을 계산하

였다. 그리고 이는 [그림 IV-8]과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례로

제시된 팀에서는 eaa5와 eaa10이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팀 구성원들과 아이디어 공유의 빈도가 높은 핵심수행자는 지속적으

로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팀 구성원과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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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팀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따라

서 이는 팀학습 연결망의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통해

대변되는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역할을

보이는 핵심수행자를 아이디어 생산자(Idea Creator)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IV-8]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아이디어 생산자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

수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8]과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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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

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

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

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7>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디어 생산자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팀장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생산자

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람들일 것이고,

팀원보다는 팀장일 확률이 더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7> 아이디어 생산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아이디어 생산자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아이디어 생산자(n=32) 기타 팀 구성원(n=167) t

변혁적 리더십 3.818 (0.675) 3.477 (0.558) -3.058**

팀장여부† 0.656 (0.483) 0.892 (0.311) 2.662**

전문성 척도 3.743 (0.508) 3.702 (0.506) -.419

직무수행연수 3.975 (5.486) 3.749 (3.430) -.306

학습시간† 0.188 (0.397) 0.287 (0.454) 1.274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3) 사이중심성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사이중심성의 결과는 [그림 IV-9]와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례로 제시된 팀에서는 eaa5와 eaa9가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사이중심성은 특정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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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통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브로커로서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Freeman, 1979).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에서 eaa5와 eaa9 역시 아

이디어 브로커(Idea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디

어 브로커는 Cross와 Prusak(2002)의 정보 중개자(information broker)의 개념

을 구체화하여 본 연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에 적용하고 재명명한 개념

이다.

[그림 IV-9]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사이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아이디어 브로커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

수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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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9]와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사이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

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

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8>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디어 브로커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전문

성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브로

커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의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8> 아이디어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아이디어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아이디어 브로커(n=35) 기타 팀 구성원(n=164) t

변혁적 리더십 3.790 (0.533) 3.476 (0.589) -2.914**

팀장여부† 0.771 (0.426) 0.872 (0.335) 1.312

전문성 척도 3.869 (0.543) 3.675 (0.492) -2.087*

직무수행연수 4.091 (3.691) 3.720 (3.853) -.521

학습시간 0.343 (0.482) 0.256 (0.438) -1.046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라. 비전 연결망

마지막으로 비전 연결망에서의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및 사이중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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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이에 따라 핵심수행자의 역할의 규정을 위해 시각화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들의 역할을 연결망 특성으로 설명 하였다. 비전 연결망의 각 중심성을 보여

주기 위해 선정한 팀은 총 팀원은 12명이고 본 연구에는 11명이 응답하였다(응

답률 91.7%). 팀의 직무는 본 연구의 구분에 따르면 영업에 해당한다.

(1)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비전 연결망은 팀 구성원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공감하게 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그림 IV-10]과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례로 제시된 팀에서는 jaa1과 jaa2가 대표적으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a1과 jaa2와 같은 연결망 특성을 보이는 팀 구성원을 타 조

직 구성원들에게 부서 또는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비

전 리더(Vision Leader)라고 명명하였다. 팀 구성원들은 이들을 통해 보다 조직

의 가치를 이해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즉, 비전 연결망의 내

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통해 비전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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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0] 비전 연결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비전 리더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10]과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단에서 비

전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

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

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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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

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9>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 리더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팀장여부 및

전문성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비전 리더

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의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

람들일 것이고, 팀원보다는 팀장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9> 비전 리더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비전 리더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비전 리더(n=29) 기타 팀 구성원(n=170) t

변혁적 리더십† 3.980 (0.370) 3.455 (0.587) -6.384**

팀장여부† 0.517 (0.509) 0.912 (0.284) 4.070**

전문성 척도 3.953 (0.391) 3.667 (0.512) -2.867**

직무수행연수† 4.786 (4.330) 3.615 (3.711) -1.373

학습시간 0.310 (0.471) 0.265 (0.442) -.509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2)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비전 연결망은 앞선 두 연결망과 마찬가지로 빈도 측면에서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도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그림 IV-11]과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례로 제시된

팀에서는 jaa2과 jaa8이 대표적으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a2, jaa8과 같은 연결망 특성을 보이는 팀 구성원을 비전 팔

로워(Vision Follower)라는 명칭으로 명명하고 팀에서 중요한 핵심수행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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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팀 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자주 하면서,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팀원은 팀의 효과성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비전 연결망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1] 비전 연결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비전 팔로워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

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11]과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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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비전 연결망의 가중치를 고려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

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

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

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

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 팔로워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비전 팔로워의 경우 변혁적 리더

십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10> 비전 팔로워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비전 팔로워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비전 팔로워(n=30) 기타 팀 구성원(n=169) t

변혁적 리더십 3.856 (0.575) 3.474 (0.576) -3.347**

팀장여부† 0.767 (0.430) 0.870 (0.337) 1.247

전문성 척도 3.833 (0.486) 3.687 (0.507) -1.467

직무수행연수 3.370 (2.965) 3.859 (3.954) .646

학습시간 0.233 (0.430) 0.278 (0.449) .506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3) 사이 중심성

비전 연결망의 사이중심성의 결과는 [그림 IV-12]와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jaa2가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하

였듯 사이중심성은 특정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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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서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Freeman, 1979). 따라서 비전 연결망에서

jaa2는 비전 브로커(Vision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2] 비전 연결망 사이 중심성 시각화

위계적 선형 분석에 앞서 비전 브로커 여부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

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12]와 같이 연결망 특성은 본래 연속적인 변수이지만, t-검증을 위해 각 집

단에서 비전 연결망의 사이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1로, 나머지 조직원을

0으로 부호화 하였다. 이때, 팀 내 연결망 특성의 최대값이 0이라면, 이는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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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로 가정하고 팀 구성원 모두 0으

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팀 내에서 동일한 최대값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팀 구

성원 모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이때, 유의도 .05수준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

정 결과에 따라 유의확률이 .05이상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된 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05미만인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IV-11>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 브로커와 기타 팀 구성원은 변혁적 리더십 점수, 팀장여부,

전문성 척도 점수, 직무수행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비전 브로커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 점수가 기타 팀

구성원 보다 높고, 팀원보다는 팀장일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

무수행연수가 보다 많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11> 비전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비전 브로커 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비전 브로커(n=32) 기타 팀 구성원(n=197) t

변혁적 리더십 3.966 (0.515) 3.448 (0.568) -4.794**

팀장여부† 0.563 (0.504) 0.910 (0.287) 3.787**

전문성 척도 3.982 (0.413) 3.657 (0.506) -3.428**

직무수행연수† 5.947 (5.286) 3.371 (3.332) -2.657**

학습시간 0.281 (0.457) 0.269 (0.445) -.137

괄호안은 표준편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p<.01

2.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규정

이상으로 핵심수행자의 역할로서 연결망 특성을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팀

내 활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의 수행자는 중복될 수 있고 한 팀원이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Belbin, 1993). 연결망 분석의 경우 그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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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김용학 외, 2007)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세 가지 연결망 특성이 다른 팀 구성원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핵심수행자로

서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에 따른 세

가지 연결망 특성을 사전에 핵심수행자의 역할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시각화 자료를 통해 각 중심성에 따른 총 9가지의 핵

심수행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9가지의 핵심수행자가 모두 팀 학습에서 존

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연결망 특성의 경우 행렬로 이루어진 관계정보만

있다면 도출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연결망 특성을 통해 역할을 규정할 경우 연

구에서 규정한 역할을 연속변수로 이어질 위계적 선형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팀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할이 있다면 이는 모든 팀에

서 나타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를 사전에 제외한 후 두 번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총 9가지의 연결망 특성들의 수치 데이터

를 통해서 특정 팀에서 발견되지 않는 연결망 특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최종적

으로 팀학습 핵심수행자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 IV-12>는 본 연구대상이었

던 27개팀의 9가지 역할을 대변하는 연결망 특성별 최대값을 정리하였다. 여기

에서 최대값이 0인 팀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연결망 특성은 모든 팀에서 나

타나는 핵심수행자의 역할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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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연구대상의 9가지 연결망 특성별 최대값

차원

팀명　

지식 연결망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비전 연결망

내향 외향 사이 내향 외향 사이 내향 외향 사이

aaa 4.00 2.71 0.07 2.43 1.71 0.15 2.00 2.14 0.10

aab 3.33 3.83 0.21 3.83 3.00 0.40 3.17 4.67 0.23

boo 3.50 3.17 0.14 2.17 2.83 0.20 2.33 3.17 0.05

caa 3.88 3.13 0.16 3.50 2.38 0.14 3.13 2.38 0.12

cba 4.67 4.00 0.00 4.67 5.00 0.33 4.33 2.00 0.00

daa 2.71 3.00 0.34 2.57 2.86 0.24 2.57 2.00 0.35

dba 1.27 1.18 0.19 1.27 1.09 0.04 2.64 1.27 0.01

dca 2.40 4.80 0.35 3.20 4.80 0.24 3.20 4.80 0.33

ddo 5.00 5.00 0.00 5.00 5.00 0.00 4.50 5.00 1.00

dfa 2.13 2.38 0.09 1.50 1.00 0.11 2.88 1.88 0.13

dha 3.00 4.00 0.83 2.50 3.00 0.29 2.75 4.75 0.58

dia 2.78 1.78 0.28 2.78 1.67 0.14 2.33 1.44 0.04

dja 2.43 2.43 0.26 2.00 1.71 0.35 1.57 1.86 0.02

djb 1.83 2.83 0.43 1.17 1.00 0.13 1.83 0.83 0.27

doa 3.00 3.71 0.19 2.14 2.57 0.36 2.57 2.86 0.49

dob 3.50 3.75 0.29 3.00 2.75 0.29 3.25 3.00 0.67

eaa 2.15 1.77 0.26 1.62 1.46 0.14 2.00 1.54 0.04

eab 4.29 2.71 0.24 3.43 2.57 0.28 3.14 2.57 0.39

foo 4.50 3.50 0.58 3.00 3.25 0.42 2.25 3.25 0.17

gaa 3.20 3.20 0.30 3.00 2.60 0.10 2.00 2.00 0.10

gab 3.33 3.33 0.17 3.67 2.00 0.33 4.33 4.00 0.50

jaa 1.80 2.10 0.48 2.10 2.40 0.30 2.00 1.80 0.28

jab 1.46 1.92 0.03 1.54 1.62 0.15 2.23 1.23 0.20

lao 3.50 3.50 0.03 3.00 2.50 0.03 3.00 4.50 0.25

nao 5.00 4.67 0.00 3.67 3.33 0.08 3.67 3.33 0.08

maa 4.00 2.81 0.06 2.13 1.72 0.16 2.01 2.11 0.15

mba 5.00 4.00 0.00 3.01 3.33 0.10 3.01 2.98 0.08

최대값이

0인 팀수
0 0 4 0 0 1 0 0 1

사이중심성 값으로 대변되는 브로커의 경우 특정 팀에서 최대값이 0을 나타

내고 있기에 모든 팀의 팀학습 과정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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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팀들을 살펴보면 총 네팀의 평균 팀원수가 3.8명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팀에서 브로커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림 IV-13]을 통해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팀 cba의 지식 연결망은 다음과 같

이 시각화된다.

[그림 IV-13] 팀 cba의 지식 연결망 및 사이중심성 시각화

사이중심성은 그 특성상 방향과 가중치가 제거된 후 계산되기 때문에 [그림

IV-13]과 같이 닫힌 연결망 구조의 팀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대적인 브로커 역

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이중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연결

망에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제외한 6가지 역할수행자는 <표 IV-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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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정의 및 역할

핵심수행자 정의
팀학습

구분
연결망 특성

지식 가치 확장자

knowledge value adder

업무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지식의 가치

를 증폭시키는 사람
지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관계 학습자

network learner

팀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하며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지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디어 허브

idea hub

팀 구성원들이 이들과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

창의적

아이디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디어 생산자

idea creator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팀 구성원과 공

유하는 사람

창의적

아이디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비전 리더

vision leader

팀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비전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비전 팔로워

vision follower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이

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는 사람
비전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3. 변수의 일반적 특성

이 절에서는 앞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결망 변수(종속변수)를 포함

하여 위계적 선형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위계적 선형 모

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가.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 중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대변하는 여

섯가지 연결망 특성과 변혁적 리더십 척도, 전문성 척도, 직무수행연수 등 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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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속변수의 주요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

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독립표

본 t-검정을 통한 팀장 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전체적으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연결망 특성들의 경우에는 비전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제외하고는 최대값이 5.00인 구성원이 존재했으며 변혁

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의 평균은 각기 3.531과 3.709였다. 팀장과 팀원과의 평

균비교에서는 비전 팔로워의 역할을 나타내는 비전 연결망의 외향 연결정도 중

심성을 지외하고는 나머지 종속변수 및 리더십 전문성 척도에서 팀장이 팀원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1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전체 팀장여부에 따른 평균비교

최소 최대 평균 SE 팀장 팀원 t

지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5.00 1.649 1.243 2.378 1.525 3.513**

지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5.00 1.470 1.136 1.944 1.390 2.459*

창의적 아이디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5.00 1.385 1.065 1.924 1.293 3.007**

창의적 아이디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5.00 1.199 1.041 1.711 1.111 2.922**

비전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4.50 1.114 1.057 2.298 0.913 7.341**

비전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00 5.00 1.047 1.077 1.348 0.996 1.634

변혁적 리더십 1.83 4.92 3.531 .590 4.149 3.426 6.753**

전문성 척도 2.14 5.00 3.709 .505 4.123 3.638 5.06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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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전 연구가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

들 간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

시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

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 상

관이 .20에서 .40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40이상인 경우는 상관이 높다고 판

단한다. 만일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이상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가능

성이 존재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본 연구의 종속변수 6

가지와 리더십 독립변수 2가지, 전문성 독립변수 3가지의 상관관계 행렬을 <표

IV-15>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결망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

성의 경우 .7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의 외

향 연결정도 중심성 역시 .6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대체적으로 리더십 변수군이 전문성 변수군에

비해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독립변수 간에는 변혁적 리더십과 전문성 척도가 .746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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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5> 주요변수의 상관관계행렬

변수 1 2 3 4 5 6 7 8w 9 10 11

1. 지식 연결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1 .153* .795** .365** .722** .182* .325** -.243** .253** .297** 0.053

2. 지식 연결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153* 1 .231** .645** .158* .741** .182** -.173* 0.054 -.149* -0.037

3. 창의적 아아디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795** .231** 1 .444** .727** .232** .273** -.210** .164* 0.109 -0.084

4. 창의적 아이디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365** .645** .444** 1 .361** .658** .290** -.204** 0.073 -0.037 -0.069

5. 비전 연결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722** .158* .727** .361** 1 .244** .460** -.463** .341** .186** 0.042

6. 비전 연결망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182* .741** .232** .658** .244** 1 .276** -0.116 0.096 -0.132 -0.05

7. 변혁적 리더십 .325** .182** .273** .290** .460** .276** 1 -.434** .746** .223** .239**

8. 팀장여부 -.243** -.173* -.210** -.204** -.463** -0.116 -.434** 1 -.339** -.289** -.196**

9. 전문성 척도 .253** 0.054 .164* 0.073 .341** 0.096 .746** -.339** 1 .195** .314**

10. 직무수행연수 .297** -.149* 0.109 -0.037 .186** -0.132 .223** -.289** .195** 1 .165*

11. 학습시간 0.053 -0.037 -0.084 -0.069 0.042 -0.05 .239** -.196** .314** .165*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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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진단하였다. 한 변수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과의 다중상관제곱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이 .9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차는 1-
 로 계산하며, 표준화된 고유분산의 비율, 즉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차값이 .10보다 작

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분산팽창지수는 공차의 역수로 10보다 크

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이에 따른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지수가 10보다 크거나 공차가 0.1보다 작은 값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표 IV-16>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변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변혁적 리더십 .348 2.875

팀장여부 .497 2.011

전문성 척도 .365 2.741

직무수행연수 .771 1.297

학습시간 .842 1.188

성별 .840 1.191

직급 .586 1.705

학력더미(1) .449 2.229

학력더미(2) .364 2.751

근속연한 .518 1.932

외부교육횟수 .762 1.312

과업다양성 .672 1.489

과업자율성 .728 1.374

업무부담 .74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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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절에서는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을 종속변수로 하여 팀 학습 역

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6가지 역할별로 단계적 모형에 따른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설명량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가. 지식 가치 확장자

지식 가치 확장자(Knowledge Value Adder)는 업무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지

식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지식 가치

확장자는 지식 연결망의 가치 가중치를 반영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지식 연결망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반영하고 있는 그

들의 역할은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식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팀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지식 가치 확장자가 지닌 지식을 적극적으로 실

제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에 대해 개인

수준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변

수군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리

더십모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

산을 아래 <표 IV-17>과 같이 살펴보았다.

기본모형에 따르면,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율(ICC)은 0.369

로 팀수준의 분산은 36.9%이었다. 또한, 리더십 변수군은 개인 수준의 분산인

63.1% 중 2단계의 설명비율에서 1단계의 설명비율을 뺀 6.2%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인 31.5%에서 2

단계의 23.4%를 뺀 7.2%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07 -

<표 IV-17>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849*** 0.982*** 0.532*** 0.579***

성별 　 0.358** 0.373** 0.275*

직급 0.323* 0.348* 0.200

학력 더미(1) 0.33 0.374* 0.491*

학력 더미(2) 1.004*** 1.025*** 0.894**

근속연한 0.036** 0.042** 0.039**

외부교육 0.004 0.023 0.028

과업다양성 0.026 -0.133 -0.086

과업자율성 0.082 0.037 -0.018

업무부담 　 0.173 0.209* 0.173

변혁적 리더십 　 　 0.524*** 0.358*

팀장여부 　 　 0.479* 0.551**

전문성 척도 　 　 　 0.138

직무수행연수 0.094***

학습시간 -0.072

팀수준(level-2) 　 　 　 　

팀원수 -0.131** -0.144*** -0.162***

팀학습활동 0.054* 0.090 0.099

팀 직무 더미(1) 0.670 0.773* 0.778*

팀 직무 더미(2) 0.238 0.247 0.173

팀 직무 더미(3) -0.102 -0.155 -0.194

컴퍼넌트 수 -0.034 -0.017 -0.011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1.035(63.1%) 0.848 0.783 0.709

Ÿ 팀수준 분산 0.606(36.9%) 0.194 0.241 0.235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18.1% 24.3% 31.5%

Ÿ 팀수준 68.0% 60.2% 61.3%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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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서는 직무수행연수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수행연수

가 1년 증가할 때 0.094만큼 역할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에서의 근속연한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속연한은 1년 증

가할 때 0.03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에는 근속연

한보다 직무수행연수라고 하는 경험측면에서의 전문성이 보다 영향을 크게 미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더십 변수군에서는 팀장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장여부

의 경우 팀장인 경우보다 팀원인 경우에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이 0.551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검토하면, 변혁적 리더십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 평균점수가 1만큼 증가할

때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이 0.358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는 학력과 근속연한이 팀수준에서는 팀원

수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개인수준에서 학력더미(2)는 대학원 이상을

1로 부호화 한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참조집단인 고졸 및 전문대졸 집단과 비교

하여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0.894만큼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팀수준에서는 팀원수의 계수가

–0.162로 팀원수가 1명 줄어들 때 마다 지식 가치 확장자의 역할이 0.162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관계 학습자

관계 학습자(Network Learner)는 팀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자주 학습하며

이를 통해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관계 학습자는 지식 연결망의 빈도 가중치를 반영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지식 연결망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반영하고 있

는 그들의 역할은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식과 관련한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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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관계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 개인수준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리더십모

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산을 아

래 <표 IV-18>과 같이 살펴보았다.

기본모형에 따르면, 관계 학습자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율(ICC)은 0.331로, 팀

수준의 분산은 33.1%이었다. 또한, 리더십 변수군은 개인 수준의 분산인 66.9%

중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비율에서 1단계인 통제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이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비율보다 설명비율이 0.6%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학습자의 역할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변수군에서

는 팀장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팀장일 경우 관계 학

습자의 역할이 1.079정도 높아진다. 이는 앞선 지식 가치 확장자의 결과와는 반

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식 가치 확장자에서는 팀장여부의 계수 부호가 +

인 반면, 관계 학습자의 경우는 팀장여부의 계수 부호가 –로 팀장일 경우 관계

학습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직급과 근속연한, 과업자율성, 업무부담

이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직급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급보다는 대리 및 사원급의

팀 구성원들일 경우 관계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0.539만큼 더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앞서 서술한 팀장여부의 결과와는 달리 관리자급보다는 비관리자 집단이 보

다 관계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드러났다. 근속연한의 경우 1년이 낮을

수록 0.039만큼 역할을 보이고 있었으며, 과업자율성과 업무부담 역시 계수가

음수(-0.255, -0.276)그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더 관계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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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8> 관계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646*** 1.593*** 2.677*** 2.818***

성별 　 -0.314** -0.244 -0.242

직급 -0.423** -0.563*** -0.536***

학력 더미(1) 0.223 0.132 0.094

학력 더미(2) 0.163 -0.088 -0.052

근속연한 -0.002 -0.037** -0.039**

외부교육 -0.031 -0.091 -0.084

과업다양성 0.271** 0.225 0.196

과업자율성 -0.202* -0.261 -0.255**

업무부담 　 -0.332** -0.294 -0.276**

변혁적 리더십 　 　 0.131 0.127

팀장여부 　 　 -1.010*** -1.078***

전문성 척도 　 　 　 0.069

직무수행연수 -0.021

학습시간 -0.195

팀수준(level-2) 　 　 　 　

팀원수 -0.161*** -0.160*** -0.159

팀학습활동 0.132** 0.101** 0.103

팀 직무 더미(1) 0.697** 0.443 0.384

팀 직무 더미(2) 0.347 0.168 0.133

팀 직무 더미(3) 0.143 0.172 0.152

컴퍼넌트 수 -0.014 -0.049 -0.046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0.927 0.866 0.781 0.787

Ÿ 팀수준 분산 0.459 0.013 0.049 0.044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6.6% 15.7% 15.1%

Ÿ 팀수준 　 97.1% 89.2% 90.5%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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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디어 허브

아이디어 허브(Idea Hub)는 팀 구성원들이 핵심수행자에게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이 과정을 통해 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다. 팀 내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업무 절차 속에 아이디어를 발전할 수

있게 돕는 사람으로 팀학습 과정 중 개인 뿐 아니라 집단 창의성을 발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수행자라고 볼 수 있다(권정언, 2013). 연결망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허브는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가치 가중치를 반영한 내향 연결정

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에 대해 개인수준

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

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리더십

모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산을

아래 <표 IV-19>와 같이 살펴보았다.

기본모형에 따르면,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율(ICC)은 0.446으

로, 팀수준의 분산은 44.6%이었다. 구체적으로 단계모형을 통해 살펴본 리더십

과 전문성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의 개인

수준의 분산인 55.4% 중 리더십 변수군은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비율에서

1단계인 통제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에서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

비율을 뺀 5.2%만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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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9>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578*** 1.228*** 1.150*** 1.439***

성별 　 0.121 0.160 0.087

직급 0.069 0.046 -0.060

학력 더미(1) 0.346* 0.357* 0.406**

학력 더미(2) 0.456 0.424 0.382

근속연한 0.035** 0.032** 0.025

외부교육 0.002 -0.005 0.004

과업다양성 0.076 -0.030 -0.031

과업자율성 0.111 0.073 0.043

업무부담 　 0.158 0.179* 0.170*

변혁적 리더십 　 　 0.356** 0.234

팀장여부 　 　 0.098 0.030

전문성 척도 　 　 　 0.180

직무수행연수 0.052***

학습시간 -0.387***

팀수준(level-2) 　 　 　 　

팀원수 -0.091 -0.099* -0.114**

팀학습활동 -0.060 -0.043 -0.035

팀 직무 더미(1) -0.154 -0.134 -0.251

팀 직무 더미(2) 0.025 0.009 -0.111

팀 직무 더미(3) -0.138 -0.166 -0.232

컴퍼넌트 수 -0.218** -0.209** -0.198**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0.698 0.630 0.614 0.582

Ÿ 팀수준 분산 0.563 0.245 0.240 0.197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9.8% 12.1% 16.7%

Ÿ 팀수준 　 56.4% 57.3% 65.0%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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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무수행연수와 학습시간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연수의

경우는 1년이 증가할수록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이 0.05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계수가 –0.387로 하루에 업무관련한 개인

적인 학습시간이 적을수록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리더십 변수군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는 학력더미(1)가 유의미한 요인이었고, 팀

수준에서는 팀원 수와 컴퍼넌트 수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력더미(1)

의 경우 고졸 및 전문대졸을 참조집단으로 대졸자인 경우 아이디어 허브의 역

할을 0.406만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더미(2)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수준에서는 팀원수가 1명 적을수록 0.114

만큼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팀 내 강한 컴퍼넌트

의 수가 1개 적어질수록 0.198만큼의 아이디어 허브 역할이 증가했다.

라. 아이디어 생산자

아이디어 생산자(Idea Creator)는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창출하고 이를 팀 구성원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앞서 분석한 아이디어 허브

가 집단 내 창의적 아이디어 과정에서 수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이디어

생산자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주 공유하는 발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다. 창의 발현 과정에 따르면, 수렴과 발산의 순환을 통해 창의적 성과가 창

출(Leonard-Barton & Swap, 1999)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허브만큼이나 아이디

어 생산자 역시 핵심수행자라 할 수 있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생산자

는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의 빈도 가중치를 반영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에 대해 개인수준

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

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리더십

모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산을



- 114 -

아래 <표 IV-20>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IV-20>의 기본모형에 따르면, 아이디어 생산자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

율(ICC)은 0.502로, 팀수준의 분산은 50.2%이다. 구체적으로 단계모형을 통해

살펴본 리더십과 전문성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허브의

역할의 개인 수준의 분산인 49.8% 중 리더십 변수군은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비율에서 1단계인 통제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1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전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에서 2단계인 리

더십 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0.5%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서

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변수군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 점수와 팀장여부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평균점수가 1점 올라갈수록 아이디

어 생산자의 역할이 0.458정도 증가한다. 또한, 팀장의 경우 팀원에 비해서

0.667만큼 아이디어 생산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는 과업자율성과 업무부담이 유의미한 요

인이었고, 팀수준에서는 강한 컴퍼넌트 수가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과업자율성

과 업무부담은 계수가 음수(-0.257, -0.277)로 평균점수가 1만큼 낮을수록 각기

0.257과 0.277만큼 아이디어 생산자의 역할을 보였다. 컴퍼넌트의 수는 그 계수

가 음수(-0.233) 강한 컴퍼넌트수가 적을수록 아이디어 생산자로의 역할을

0.233만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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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0> 아이디어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390*** 1.215*** 1.908*** 2.012***

성별 　 -0.120 -0.018 -0.047

직급 0.112 -0.017 -0.042

학력 더미(1) 0.076 0.019 0.050

학력 더미(2) 0.206 0.010 0.031

근속연한 0.005 -0.023 -0.027*

외부교육 -0.068 -0.127* -0.120

과업다양성 0.320*** 0.195* 0.208*

과업자율성 -0.194** -0.260*** -0.257***

업무부담 　 -0.334*** -0.298*** -0.277***

변혁적 리더십 　 　 0.412*** 0.458***

팀장여부 　 　 -0.647*** -0.667***

전문성 척도 　 　 　 -0.103

직무수행연수 0.019

학습시간 -0.184

팀수준(level-2) 　 　 　 　

팀원수 -0.081 -0.087 -0.092

팀학습활동 -0.028 -0.021 -0.021

팀 직무 더미(1) -0.104 -0.244 -0.312

팀 직무 더미(2) 0.329 0.241 0.182

팀 직무 더미(3) 0.159 0.160 0.121

컴퍼넌트 수 -0.226** -0.237** -0.233**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0.646 0.618 0.552 0.552

Ÿ 팀수준 분산 0.651 0.241 0.263 0.253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4.2% 14.5% 14.5%

Ÿ 팀수준 　 62.9% 59.5% 61.1%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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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전 리더

비전 리더(Vision Leader)는 팀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비전 리더는 비전 연결망

의 가치 가중치를 반영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비전 연결망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반영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은 팀 구성

원들이 그들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비전 리더의 역할에 대해 개인수준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리더십모

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산을 아

래 <표 IV-21>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IV-21>의 기본모형에 따르면, 비전 리더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율(ICC)

은 0.331로, 팀수준의 분산은 33.1%이었다. 구체적으로 단계모형을 통해 살펴본

리더십과 전문성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전 리더의 역할의 개인

수준의 분산인 66.9% 중 리더십 변수군은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비율에서

1단계인 통제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에서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명

비율을 뺀 0.8%만을 설명하고 있었다.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서

는 직무수행연수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직무수행연수의 경우 직무경험

이 1년 증가할수록 비전 리더의 역할은 0.036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리더십 변수군은 변혁적 리더십과 팀장여부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평균점수가 1점 올라갈수록 비전 리더의

역할이 0.482정도 증가한다. 또한, 팀장의 경우 팀원에 비해서 0.545만큼 비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팀수준의 컴퍼넌트

수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컴퍼넌트의 수는 계수가 –0.115였다. 이는

강한 컴퍼넌트 수가 1개 적어질수록 비전 리더의 역할을 0.115만큼 보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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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표 IV-21> 비전 리더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270*** 0.666** 1.234*** 1.374***

성별 　 0.029 0.137 0.088

직급 0.379** 0.255* 0.192

학력 더미(1) 0.231 0.184 0.218

학력 더미(2) 0.600** 0.405 0.381

근속연한 0.041*** 0.017 0.013

외부교육 0.077 0.019 0.023

과업다양성 0.031 -0.129 -0.123

과업자율성 0.077 -0.002 -0.016

업무부담 　 0.029 0.071 0.068

변혁적 리더십 　 　 0.540*** 0.482***

팀장여부 　 　 -0.524** -0.545**

전문성 척도 　 　 　 0.060

직무수행연수 0.036**

학습시간 -0.192

팀수준(level-2) 　 　 　 　

팀원수 -0.015 -0.032 -0.041

팀학습활동 0.018 0.043 0.047

팀 직무 더미(1) 0.481 0.398 0.335

팀 직무 더미(2) 0.413 0.352 0.281

팀 직무 더미(3) -0.109 -0.137 -0.173

컴퍼넌트 수 -0.130** -0.118** -0.115**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0.778 0.599 0.529 0.523

Ÿ 팀수준 분산 0.385 0.091 0.072 0.063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23.0% 31.9% 32.7%

Ÿ 팀수준 　 76.4% 81.3% 83.7%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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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전 팔로워

비전 팔로워(Vision Follower)는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비전 팔로워는 비전 연결

망의 빈도 가중치를 반영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비전 연결망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반영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은 관계 속

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비전 팔로워의 역할에 대해 개인수준과

팀수준에 따라 설명력을 확인하고, 개인수준에서의 팔로워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과 1단계(통제모형), 2단계(팔로워십모

형), 3단계(최종모형)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의 분산을 아

래 <표 IV-22>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IV-22>의 기본모형에 따르면, 비전 팔로워의 역할의 팀 간 변량비율

(ICC)은 0.281로, 팀수준의 분산은 28.1%이었다. 구체적으로 단계모형을 통해

살펴본 리더십과 전문성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전 팔로워의 역

할의 개인 수준의 분산인 71.9% 중 리더십 변수군은 2단계인 리더십 모형의 설

명비율에서 1단계인 통제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전문성 변수군은 최종모형인 3단계의 설명 비율에서 2단계인 팔로워

십 모형의 설명비율을 뺀 것이 –0.3%로 이 역할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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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2> 비전 팔로워의 역할에 대한 위계적 선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고정효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인수준(level-1)

절편 1.189*** 1.377*** 2.026*** 2.111***

성별 　 -0.195 -0.094 -0.094

직급 -0.287 -0.400** -0.366**

학력 더미(1) -0.186 -0.232 -0.238

학력 더미(2) -0.080 -0.265 -0.197

근속연한 -0.008 -0.036** -0.040**

외부교육 -0.045 -0.108 -0.102

과업다양성 0.224** 0.101 0.103

과업자율성 -0.207** -0.289*** -0.263**

업무부담 　 -0.263** -0.230** -0.188*

변혁적 리더십 　 　 0.441*** 0.567***

팀장여부 　 　 -0.629** -0.669**

전문성 척도 　 　 　 -0.199

직무수행연수 -0.012

학습시간 -0.170

팀수준(level-2) 　 　 　 　

팀원수 -0.074 -0.091* -0.090*

팀학습활동 0.066 0.089 0.086

팀 직무 더미(1) 0.450 0.355 0.284

팀 직무 더미(2) 0.404 0.362 0.320

팀 직무 더미(3) 0.205 0.189 0.158

컴퍼넌트 수 -0.100* -0.089 -0.088

무선효과 　 　 　 　

Ÿ 개인수준 분산 0.865 0.794 0.717 0.720

Ÿ 팀수준 분산 0.338 0.035 0.065 0.062

누적설명비율(%) 　 　 　 　

Ÿ 개인수준 　 8.2% 17.1% 16.8%

Ÿ 팀수준 　 89.7% 80.9% 81.5%

*p<.10, **p<.05, ***p<.01

(무선효과에서 괄호 안은 수준별 변량비율)

유의미한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변수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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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미한 요인은 없었다. 반면, 리더십 변수군은 변혁적 리더십과 팀장여부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평균점수

가 1점 올라갈수록 비전 팔로워의 역할이 0.567정도 증가한다. 또한, 팀장의 경

우 팀원에 비해서 0.669만큼 비전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직급, 근속연한, 과업자율성이 유의미한

요인이었고, 팀수준에서는 0.0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은 없었다. 직급의 계

수는 –0.366으로 비관리자 집단이 관리자 집단에 비해서 0.366정도 더 높은 비

전 팔로워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근속연한은 오히려 1년이 적을수록

0.04만큼 행동특성이 증가하고 과업자율성은 평균 1점이 낮아질수록 0.263만큼

행동특성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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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7개팀

199명의 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및 위계적 선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

식․창의적 아이디어․비전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을 팀학습 연결망 설문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어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규정된 총 여섯 가

지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을 나타내는 연결망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3단계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은 팀(2수준)과, 개인(1수준)의 두 수준별로 핵심수행자의 역

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독립변수 중 리더십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변수군을 묶어 1단계 통제모형, 2단계

리더십모형, 3단계 최종모형의 3단계 모형을 통해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의 설

명비율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에는 최종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을 찾아내어 구

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팀학습 핵심수행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이하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과 위계적 선형 분석에 이르기까지 앞서 제시한

결과를 해석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의 이론

적․실무적 의의와 한계를 논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1. 논의

본 연구는 크게 사회 연결망 분석과 위계적 선형 분석을 통해 수행된 연구이

다. 이 절에서는 총 네 가지로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팀학습에서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대해 요약하였다. 둘째,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팀과 개인수

준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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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학습에서 핵심수행자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팀학습에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규

명하고 개념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팀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팀학습 연

결망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팀학습 연결망은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의 측면에

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팀학습에서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주목할 점은 팀 내

학습의 관점에서 연결망 지표 중 사이중심성으로 그 특성이 대변되는 브로커가

명확하기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구성원 간 관계 유

지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를 알고 지내는 것보다 팀 또는 부

분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Awazu, 2004;

Parise, 2007)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규모가 작은 팀 내에서는

브로커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ise(2007)가 제시한 브로커의 다섯 가지 역할을 빗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브로커의 경우 팀 내의 정보를 전달하는 코디네이터로의 역

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집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Parise, 2007).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 기업 내 팀들은 최소 3명

에서 1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 연결망 분석을 시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대변되는 핵심수행

자의 역할은 모든 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팀 규모에서

팀 구성원 간 연결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세 가지 팀학습 연결망에 따라 지식 가치 확장자, 아이디어

허브, 비전 리더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관계 학습자,

아이디어 생산자, 비전 팔로워로 명명하였다. 이때,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에는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가치의 측면에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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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의 측면에서 가중치를 부여해 각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

낼 수 있었다.

핵심수행자를 보다 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팀 내에서 지식, 창의적 아

이디어, 비전의 세 가지 측면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성원이 서

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의 연결망을 통한 핵심수행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 이들을 구체화하고자 한 시도들(Awazu,

2004; Cross & Prusak, 2002; Parise, 2007)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본 연구에서 팀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인 “go-to person”(Cross & Prusak,

2002)을 밝히는 데 있어서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 지식과 정

보만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위계적 선형 모형의 종속변수로 투입

되어 이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아래에서

는 이들의 역할을 수준별 영향력과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나. 핵심수행자의 역할의 수준별 영향력 비교

지금까지의 사회 연결망 분석의 결과들은 조직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들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Wong, 2008).

사회 연결망 분석과 위계적 선형 분석을 함께 활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조

직 수준의 영향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두 방법론을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성과 조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rass, et al., 2004;

Neubert & Taggar, 2004; Wong, 2008).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인의 역할을 종속변수로

넣고 이들을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개인과 팀수준의 영향력 중심으로 비교하여, 이들의 수준별 영향력을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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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따라 수준별 영향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 V-1>과

같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향과 외향 연

결정도 중심성에 의한 비교이다. 아래 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외향 연결정도 중

심성에 의한 역할들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에 의한 역할들 보다 개인수준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단,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에 의한 역할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드러냈다.

<표 V-1>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분석 수준별 설명비율 비교

연결망 방향성 핵심수행자　 개인수준(level-1) 팀수준(level-2)

지식

연결망

내향
지식 가치 확장자

knowledge value adder
63.1% 36.9%　

외향
관계 학습자

network learner
66.9% 33.1%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내향
아이디어 허브

idea hub
55.4% 44.6%

외향
아이디어 생산자

idea creator
49.8% 50.2%

비전

연결망

내향
비전 리더

vision leader
66.9% 33.1%

외향
비전 팔로워

vision follower
71.9% 28.1%

두 번째는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에 따른 비교이다. <표 V-1>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허브와 아이

디어 생산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팀수준의 영향력이 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전 연결망의 특성을 역할로 하는 비전 리더와 비전 팔로워

의 경우는 개인수준이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보다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이 일반적

으로 팀수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팀학습 관계에 있어

서 팀 구성원들에게 지목을 많이 받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은 관계를 통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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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향 연결정도 보다는 팀 학습 분위기나 팀원 수 등의 팀수준의 영향력에

보다 의존한다. 그러나 내향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에 따른 그 차이가 많이 보

이지는 않아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은 지식이나 비전의 측면에 비해 팀수

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공

유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창의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과정은 개인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노력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혁신을 위

한 창의력이 이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으로 참조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권정언, 2013). 반면 비전

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각 역할에 있어서 팀수준의 설명비율이 약 30%에서 최대 50%인

것으로 볼 때 팀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팀수준의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뿐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 팀의 구성요인이 주목받는 연구의 맥락(Kayes,

Kayes, & Kolb, 2005)과 일치하고 있다.

다.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각

변수군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변수군을 투입하는 3단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각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요약하면 아래 <표 V-2>와 같다.

이하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역할로 하는 관계 학습자,

아이디어 생산자, 비전 팔로워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변수군이 거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리더십이 전문성보다 연결망 관점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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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과의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습에서

팀 내 관계를 활용하는 행동은 리더십 성향이 더 잘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 연구의 관계 범위가 팀 내

에 한정지어 있다는 점이다. 오헌석과 성은모(2010)는 전문가들의 학습의 주요

특성으로 보완 매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주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Borgatti와 Cross(2003)는 관계를 활용한 학습에서 누가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높

은 사람들의 경우는 팀 구성원이 아닌 팀 외부의 구성원이나 조직 외부 혹은

고객들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V-2>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리더십과 전문성의 설명비율

연결망 방향성 핵심수행자　
리더십 변수군

설명비율

전문성 변수군

설명비율

지식

연결망

내향
지식 가치 확장자

knowledge value adder
6.2% 7.2%

외향
관계 학습자

network learner
9.1% -0.6%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내향
아이디어 허브

idea hub
2.3% 5.2%

외향
아이디어 생산자

idea creator
10.3% 0.5%

비전

연결망

내향
비전 리더

vision leader
8.9% 0.8%

외향
비전 팔로워

vision follower
8.9% -0.3%

<표 V-2>의 결과는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

에 따른 비교를 할 수 있다.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대변되는 지식 가치 확

장자와 아이디어 허브 그리고 비전 리더의 결과를 비교하면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리더십과 전문성의 설명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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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식 연결망 측면에서의 지식 가치 확장자와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의 아이디어 허브의 경우는 리더십보다 전문성이 설명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업무지식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공유하며 여기에서 가중치로 반영된 것과 같이 그 결과

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비전 연결망의 비전 리더의 경우에는 전문성은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리더십

이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비전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행동특성이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에서 포함(Northouse,

2010)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였던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에 한정지어서 요약하였다. 앞서 논

의했던 설명 비율과는 달리 구체적인 하위 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 변수군에서 .05수준에서 유

의미 했던 변수들을 최종모형(3단계) 결과를 기준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

V-3>과 같다.

<표 V-3>의 결과는 앞서 논의했던 설명비율과 연결하여 우선적으로 이해해

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역할로 하는 관계 학습자와 아

이디어 생산자, 그리고 비전 팔로워는 설명비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전문성 변수군에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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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결망 방향성 핵심수행자　 리더십 변수군 전문성 변수군

지식

연결망

내향
지식 가치 확장자

knowledge value adder
팀장여부(+) 직무수행연수(+)

외향
관계 학습자

network learner
팀장여부(-) -

창의적 아이디어

연결망

내향
아이디어 허브

idea hub
-

직무수행연수(+)

학습시간(-)

외향
아이디어 생산자

idea creator

변혁적 리더십(+)

팀장여부(-)
-

비전

연결망

내향
비전 리더

vision leader

변혁적 리더십(+)

팀장여부(-)
직무수행연수(+)

외향
비전 팔로워

vision follower

변혁적 리더십(+)

팀장여부(-)
-

*괄호는 계수의 부호

지식 연결망의 경우 지식 가치 확장자는 팀장여부와 직무수행연수, 관계 학습

자는 팀장여부만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주목할 사항은 팀장여

부 변수의 계수가 서로 반대라는 것이다. 팀장여부의 변수의 경우 팀장이 0, 팀

원이 1로 부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가 음수일수록 팀장이 그 행동특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팀

구성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구하는 핵심수행자는 팀장이 아닌 팀원이라

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핵심수행자는 팀장이 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팀 구성원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있을때는 팀장이 아닌 동료에게 조언

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팀이 위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보다 가까운 팀 구성원에게 업무지식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는 아이디어 생산자와 비전리더, 그리고 비전 팔로워의

역할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카리스

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에서 반영하고 있는 리더의 행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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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팀 구성원에게 조직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공감시키

는 행동은 비전 연결망의 행동특성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

디어 생산자의 동료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행동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된

다.

전문성 변수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에

유의미한 변수가 도출되었는데 일관적으로 직무수행연수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팀학습 연결망의 세 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목을 받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보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근속연한과 연결지어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무수행연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된 세 핵심수행자

인 지식 가치 확장자, 아이디어 허브, 비전 리더 중 근속연한도 유의미한 변수

로 나타난 것은 지식 가치 확장자만이다. 그리고 지식 가치 확장자에서도 그 계

수가 직무수행연수는 0.094로 근속년수의 0.039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내향 연

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핵심수행자는 조직에서의 근속년수보다 그 업무를 얼마

나 수행해 왔는지를 나타내는 직무수행연수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

째, 팀 내 연결망 분석에서 학습은 지식과 정보의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팀학습의 관점에서도 각 연결망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rise(2007)이 연결

망이 어떤 초점을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다. 물론 지금까지 의사소통, 조언, 신뢰로 구성된 비공식 연결망

(Krackhardt & Hanson, 1993) 등에서 다양한 차원의 연결망 분석이 시도되었

지만 학습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직 내 학습을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팀수준에서 팀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팀학

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팀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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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조직 수준에서 팀학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리더십과 전문성을 고려한 팀 구성이 필요하다. 위 연구결과를 보면, 각

연결망의 차원과 내향 및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에 따라 리더십과 전문성이 미

치는 영향이 각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팀 내 역할의 균형을 강조한 선행

연구(Belbin, 1993)와 같이 팀학습에서도 핵심수행자의 균형잡힌 역할이 필요하

고, 이때 변혁적 리더십이나 직무수행연수 등의 리더십과 전문성 요소들을 다양

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학습 관계를 실

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교육학 분야

에서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과 성과에 한정된 기존의 연구들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팀 단

위의 소규모 집단의 학습을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비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팀학습을 바라보는 지식 체계를 높이는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정성적으로만 학습에서의

핵심수행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데 반해서 사회 연결망 분석

과 위계적 선형 분석을 활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업에서의 이루어지는 학습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팀학습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실

제로 조직원 간 관계 속에서 학습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인

적자원개발 분야의 실제 현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팀학습에서의 핵심수행자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하였듯이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Anderson, 2007; Hatala, 2006). 보다 구체적으로 핵심수행자의 구체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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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리더십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드러냈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두

개념인 리더십과 전문성을 대비시켜 핵심수행자 역할에 따라 이들의 관계를 다

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지닌 리더십과 전문성이 실제로 관계를

통한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기업 내 팀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제안을 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직 내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

습 환경과 그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관계에 초점

을 맞추어 팀 내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핵심수행자를 도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실천 영역에서 관계적 관점에

서 팀학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핵심수행자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통해 핵심수행자

를 보다 타당하게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학습성과 및 업무성과

지표들을 수집한다면, 핵심수행자 특성과 이들간의 관계를 통해 핵심수행자를

보다 정교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풍부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총 27개 팀, 1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

시하기에 팀수준의 사례수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팀 단위 연구에서 18

개 팀으로도 위계적 선형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Yuan, Fulk, Monge, & Contractor,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

준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상위 수준의 분석 대상이 3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nijder & Bosker, 1999). 따라서 충분한 사례수

가 확보된다면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해 내고 측정할 수 있는 설계와

방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다 정교한 측정과 설계가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리더십과 전문성 변

수들의 경우 조직 수준에서 그 정도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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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개인 수준 뿐

아니라 팀수준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이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정

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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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검사용 설문지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및 영향요인 분석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유상옥입니다. 

현재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및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조직(기업 등)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부서 

내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해, 팀 학습 과정에서 핵심수

행자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응답하는 문항

은 응답자의 팀 내 관계 및 개인 특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

어 있으나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그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

장되며, 오직 학술적 연구에만 쓰임을 약속드립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

니다.

v 설문 참가자들께서 받는 구성원 명부는 이름과 번호 매칭이 모

두 다르게 되어 있어 응답자 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유 상 옥

지도교수 오 헌 석



- 150 -

[연구자 연락처]

전 화: 010-8343-1208

이메일: smileguy@snu.ac.kr

주 소: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 602호

<응답 전 참고사항>

* 귀하가 응답하는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학술적 연구에만 쓰임

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컴퓨터로 일괄 통계 처리되며, 통계

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참가자께서 받는 팀원 명부는 이름과 번호 매칭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

어 응답자 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아래 각 영역에 대하여 조직(모든 부서) 내에서 본인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최대 7명까지 선정하여 해당 리스트에 기입해 주십시오.

- 기입할 구성원이 같은 부서원인 경우, 첨부된 팀원 명부에 적힌 번호를 기

입해 주십시오.

예) a1, a3 등

- 타 부서 구성원일 경우에는 ‘타 부서원 1’, ‘타 부서원 2’ 등으로 기입해주십

시오.

- 아래 세 가지 학습관계에 관한 질문에 동일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기입되어

도

괜찮습니다.

* 귀하께서 받으신 팀원 코드북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A1 .... A8 등

※ 응답자가 수령한 팀원 코드북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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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성원들과의 학습 관계

1. 귀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구성

원은 누구입니까? 같은 부서(팀)원일 경우 팀원여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7명을 모두 기입할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코드명

(같은 팀원이

아닐 경우는

‘타 부서원’)

팀

원

여

부

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횟수

(전화, 메신저, 만남, 회의 등 포함)

해당 직원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

한달

에

1회

미만

한달

에

1~2

회

한달

에

3~4

회

1주

에

여러

번

매일
적용

함

적극

적으

로

적용

함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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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같은 부서(팀)원일 경우 팀원여부

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7명을 모두 기입할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코드명

(같은

팀원이

아닐

경우는 ‘타

부서원’)

팀

원

여

부

해당 직원과의

아이디어 공유 빈도

(전화, 메신저, 만남, 회의 등 포함)

해당 직원과의 아이디어의

공유가 아이디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한달

에

1회

미만

한달

에

1~2

회

한달

에

3~4

회

1주

에

여러

번

매일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2

3

4

5

6

7

3. 귀하가 소속된 부서 또는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구성원 중 누구를 통

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까? 같은 부서(팀)원일 경우 팀원여부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7명을 모두 기입할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코드명

(같은

팀원이

아닐

경우는 ‘타

부서원’)

팀

원

여

부

해당 직원과의 의사소통 횟수

(전화, 메신저, 만남, 회의 등 포함)

해당 직원을 통해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공감하게 되는 정도

한달

에

1회

미만

한달

에

1~2

회

한달

에

3~4

회

1주

에

여러

번

매일
공감

됨

매우

공감

됨

1

2

3

4

5

6

7



- 153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료들은 내가 주위에 있는 것을 좋

아한다.

2

나는 동료들에게 우리 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

확하게 표현한다.

3

나는 동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문제

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

운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

4
나는 동료들이 자신을 스스로 개발해

가도록 돕는다.

5 동료들은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6

나는 우리 팀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 한다.

7

나는 동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

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제공한다.

8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지 알도록 한다.

9
팀(부서)원들은 나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10
나는 동료들이 일에서 각자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11

나는 동료들에게 우리 팀이 이전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던 일들에 대

해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도록 한다.

12

나는 우리 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

인다.

개인 및 팀 특성

Ⅱ. 다음은 귀하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조직 내 활동을 잘 반영

하는 곳에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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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

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

하고 있다.

2

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역경에 부

딪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

대한의 에너지를 쏟는다.

3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삶의 가

치를 찾고자 노력한다.

4
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

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5
나는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

제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

6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전문가들로

부터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7
나는 실패 원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다.

8
나는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도 성공요

인을 분석한다.

9

나는 예감이나 직감을 통해 다른 사

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

10

나는 나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11
주변사람들이 나를 워커홀릭이라고

한다.

12

나는 기존의 업무과정에서 당연하게 여

겨지는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

지는 않는다.

13

나는 주위의 평범한 사물이나 현상에

서도 나의 일과 관련한 독창적인 아

이디어를 얻는다.

14

일의 완성도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 비교가 아닌, 내 자신의 기준을 정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5

나는 과제를 완수한 후에도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한다.

Ⅲ. 다음은 귀하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를 잘 반영하는 곳에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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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업무는 늘 새로운 느낌을 준다.

2 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나의 업무에는 도전적인 과제가 많다.

4
나의 업무는 수행 중에 방향이나 목적

의 변경이 잦다.

5
나는 업무수행에 사용할 시간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6
나는 나의 업무를 언제까지 완료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나는 업무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8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9
나는 내가 원할 때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0
나는 나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11 나의 업무는 긴박하게 처리해야 한다.

12 우리 팀(부서)은 인력이 부족하다.

13
나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매우 바쁘다.

Ⅳ. 다음은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

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에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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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2
우리 팀은 실수를 방지하고 실수로부

터 배우기 위해 대화를 한다.

3
우리 팀은 고객, 타 조직 등 조직 외부

로부터 정보를 자주 얻는다.

4
우리 팀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

는 핵심적인 정보를 자주 찾는다.

5
우리 팀에는 팀 업무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자 하는 팀원이 있다.

6

우리 팀원들은 팀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논의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가정을 검토

한다.

7
우리 팀은 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여

정보를 얻거나 함께 토론한다.

Ⅴ.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팀(부서) 내 학습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팀(부서)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에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7 -

Ⅵ. 응답자 정보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만 ( ) 세

3. 최종 학력: ① 고교졸업 ( )

② 전문대졸 ( )

③ 대학재학 ( )

④ 대학졸업 ( )

⑤ 석사재학/수료 ( )

⑥ 석사졸업 ( )

⑦ 박사재학/수료 ( )

⑧ 박사졸업 ( )

4. 직급(위): ① 사원 ( )

② 대리 ( )

③ 과장 ( )

④ 차장․부장 ( )

⑤ 임원 ( )

5. 팀장여부(본인):

① 예 ( ) ② 아니오 ( )

6. 현재 근무하는 조직 내 근속년수:

만 ( )년 ( )개월

7. 현재 직무 수행년수:

만 ( )년 ( )개월

8.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 현황

( ) 개

9. 현재 직무와 관련하여 하루 평균 개인

학습(책, 강의, 독학 등) 시간:

① 1시간 미만 ( )

② 1-3시간 ( )

③ 3-5시간 ( )

④ 5시간 초과 ( )

10. 최근 3년 기준 외부교육 (전문가 과정,

컨퍼런스, 학회 등) 연 평균 참가 횟수

(회/year)

① 1회 미만 ( ) ② 1회-3회 ( )

③ 4회-6회 ( ) ④ 7회 이상 (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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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팀 코드북 예시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및 영향요인 분석

안녕하십니까?

본 파일은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

구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팀원 코드북입니다. 본 설문지 응답하실 

때 팀 구성원 분들 성함이 아닌 이 코드북에 지정된 부호로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팀 구성원 분들께서 받으시는 코드북의 이름과 부호 매칭이 모

두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응답자 간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이는 설문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하시기에 불편

하시다면 코드명이 아닌 실명을 기입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예: 홍길동=a1, 임꺽정=a2.. 등으로 부호화 되어 있고, 본 설문지

에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구성원이 홍길동이라면, 설문지에 a1으로 기입)

(만일 같은 팀 내 구성원이 아닌 타 팀 구성원을 기입할 경우는 ‘타 

부서원 1’, 혹은 실명/이니셜 등으로 기입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름 부호

유상옥 a1

홍길동 a2

임꺽정 a3

이순신 a4

장영실 a5

강감찬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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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am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significant for organization 

development in terms of team effectiveness. Nevertheless who is actually at 

the center of activating team learning is still in question. In particular, team 

performance is greatly affected by learning of relationship level as well as 

individual learning capability. On the other hand,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factors such as equip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compensation system 

necessary for team performance improve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lationship factors among team members.   

  This study tri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ey players of team 

learning in perspective of relationship.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licit the role of key players and to verify how leadership and expertise 

influence the characteristic of the role with comparison of the two factors.

  In order to elicit the role of team learning key players, firstly I categorized 

the term, team learning network, into knowledge network, creative idea 

network and vision network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ex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ncerned with team learning. On the basis of this 

conceptualization, the questionnaire items related to team learning network, 

leadership, and expertise were made. Conten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was 

verified by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t(HRD), and network analysis 

expert. It was also sophisticated by pre-surveying board members of domestic 

companies. With The final questionnaire, responses of 27 teams and 199 

people were collected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The key conclusions are listed below.  

  Firstly, 6 types of team learning key players were finally elicited through 

relationship data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They are ①Knowledge value 

adder ②Network learner ③Idea herb ④Idea creator ⑤Vision leader ⑥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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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r.  

  Secondly, in turned out that all of team learning key players were highly 

affected by team-level. In particular, the idea herb and idea creator, the core 

activators of creative idea network, turned out to be most greatly affected by 

team-level. This result implies that in terms of methodology, the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hich concerns variables of team capabilities are important in 

team learning studies. Moreover it shows that it is highly required to 

practically activate team learning on organization level.  

  Thirdly, the influence of leadership and expertise on a team learning key 

players turned out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ree sub-factors of team 

learning, which are knowledge, creative idea and vision. Specifically, the 

knowledge value adder and idea herb’s roles were better explained by 

expertise than leadership while the other four key players’ roles were better 

explained by leadership. This shows that both leadership and expertise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team learning activati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nhance the knowledge about the team 

learning key players by specifying their role characteristics and figuring out 

the influence of leadership and expertise on them. With the combin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it was possible to 

provide more verified and abundant information than existing studies necessary 

to find out the specified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ey players. Along 

with such processes this study provides the fundamental basis for 

understanding learning relationship of corporate organization members. 

Keywords: Team learning, Core player, leadership, expertise, social network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

Student ID: 2012-213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주요 변인 및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1. 팀학습 
	2. 팀학습 핵심수행자 
	3. 팀학습과 리더십 
	4. 팀학습과 전문성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 연구 변수 및 측정도구 
	3. 연구 절차 
	4. 분석 방법 및 모형 

	IV. 연구 결과 
	1.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시각화 
	2.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 규정 
	3. 변수의 일반적 특성 
	4. 팀학습 핵심수행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