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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주요 특성인 다양성과 협업이 공공기관

팀 성과와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여 공공부문의 조직관리와 조직문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

업인력공단으로 135개 팀 36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팀 구성원 성별, 연령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

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양성은 성별, 연령

으로 대변되는 사회범주 다양성과 인지적 다양성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협업수준은 Getha-Taylor(2008)가 개발한 협업능력을 설문

문항으로 변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팀 성과는 직원이 인

지하는 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팀별 다양성과 협업 수준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

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응답결과와 팀별 실증자료 분석 결과 첫째, 팀의 인지

적 다양성과 협업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에서 협업은 매개효과를 나타냈

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개인 수준의 조직, 직

무몰입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조직 수준에서 볼 때 팀의

협업수준이 높은 팀일수록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지성의 주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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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다양성과 협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는 의의를 갖는다. 집단지성이 사회, 경제, 정치 등 많은 분야에

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론적 정체

성 규명, 사례 연구 등 질적 연구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할 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다양성과

팀 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다양성이 협업

을 증가시키며 협업을 통해 팀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증

명하였다. 셋째, 조직론 관점에서 집단지성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 집단지성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의

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과 조직, 직무몰입의 관련성은 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개인특성과 조직특성(다양성, 협업)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으나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추출방법과 표본이 가

지는 한계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한 개

기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관 유형과 업무성격이 다른 타 공

공기관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공공기관의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데 다소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였

기 때문에 동일방법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집단지성, 다양성, 협업, 팀 성과, 조직·직무몰입, 위계적

선형모형

학 번 : 2018-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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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 조직이론가 James March(1991)는 “지식의 발전은 부족하고 무지

한 사람들의 유입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며,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조직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Diversity)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등

이 상당수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고졸 신입사

원 채용을 권고하면서 학력 수준과 연령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평생직

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경력직 직원의 입사와 30대의 늦깎이 신입직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동질적인 노동력 공급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노동력의 공급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다양성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정보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지식을 통

합적으로 생산하며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엄격한 통

제에서 이루어졌던 정보의 창조와 유통의 방식이 개인간 협력적, 평행적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다원적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개

인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수평적,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함

으로써 다양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James Surowiecki는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에서 다

양성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너무 유사한 집단은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동질적인 집단은 구성원들이 잘하는 일에는

뛰어나지만,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그런 그

룹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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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다른 것을 탐색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을 쏟지 않는다. 비

록 경험이 부족하고 덜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 구성원을 조

직에 포함시키면 조직이 더 현명해질 수 있다.”

행정학에서 다양성 연구는 구성원들의 차이가 팀 구성원의 태도나 주

관적 안녕, 구성원의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

어졌다. 다양성의 팀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

향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다양성이 팀 성과에 비선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다

양성과 성과 사이를 매개, 조절하는 변수나 통제변수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성 관리가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다. 미국은

고용평등 기회와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법

률적 접근을 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차이를 자산으로 인식

하는 다양성의 이해 또는 다양성의 가치존중 접근을 시도하였다(이승계,

2010).

이러한 배경에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개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Engelbart(1995)는 집단지성을 “다양한 배경 또는 재능을 가

진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그러한 재능의 매각을 최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집단지성은 구성원의 다양성이

집단 프로세스 차원인 협업을 통해 집단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관점에서 볼 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는 상호주의적 문화적응(reciprocal acculturation)이 일어나는 조직으

로 발돋움 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즉, 개인들의 협력, 협업으로 이루는

집단 차원의 능력은 개개인의 능력치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높은 능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집단지성은 기존 조직에서 고수해 왔던 방식을 타파하고,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으며,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집단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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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소수의 인재에만 의존하기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특성

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직이 생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과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함

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피에르 레비(Pierre

Levy)가 1997년 본격적으로 논의한 이래 막연한 개념이 아닌 사회, 경

제,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집단지성에 관한 국

내 연구는 주로 교육학에서 교수법에 관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추철호, 류수영, 2018), 경영학에서 제품개발, 생산 등에 관련된 사례연

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조직 차원에서는 최수형 등(2015)

의 연구와 Vroom(1964)의 기대이론을 적용한 연구(추철호·류수영, 2016),

집단지성의 선행요인으로 참여적 리더십의 유효성을 규명한 연구(탁제

운, 오호준, 2018) 등이 있으나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는 단일성과 동질성, 집단문화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강조되어온 공공기관 혁신과 구성

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단지성과 공

공기관의 성과 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지성의 주요 특성인 다양성과 협업이 공공기관

조직성과, 조직원의 조직, 직무몰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직면한 환경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고 후속연구 제언을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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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주요 요소인 다양성(Diversity)과 협업

(Collaboration)이 공공기관 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

로써 공공부문의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에서부터 비

롯된 개념으로 다양한 개인들이 차이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

문화의 평등주의적 다양성 관리에서 출발하였다(이승계, 2010).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주로 다양성을 직무만

족 및 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리더십, 인적자원관

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 구성 차원

인 다양성이 협업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더 나은 집단 능력을 창출하는

지에 대해 집단지성의 개념을 배경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소위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1)’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다양성과 협업이 조직구성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다양성

과 협업을 통해 높아진 집단 능력이 개인의 업무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협업으로 수렴될 때

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며, 조직 차원의 다양성과 협

업이 개인 차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동네 효과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동네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네효과가 발생

하는 원인은 전염모형, 낙인효과, 네트워크의 특성, 제도적 자원 등이 있다(곽현근, 2008).

이후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효과’라는 용어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사

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별 학업 성취율 차이에 대한 학교 고유의 영향력을 설명

하는 ‘학교효과’, 조직 특성이 개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조직효과’

에 대한 연구가 있다(최진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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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 다양성과 협업은 공공기관 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조직 수준의 다양성과 협업은 개인 수준의 조직, 직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성과라는 렌즈를 통해 다양성과 협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집단지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집단지성의 주요 요소인 다양성

과 협업을 알아본 후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다양성은 설문지 방법과 실증적 자

료를 병행하며, 협업과 팀 성과, 개인성과는 설문지법에 기초한다.

연구 대상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1982

년에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

국인 고용 허가제, 숙련기술장려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설문의 측정문항은 다양성, 협업, 팀 성과, 조직몰입, 직무몰입,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직무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실증

적 분석을 위해 설문지 자료에 대한 부호화(coding) 과정을 수행하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조직수준의 다양성, 협업, 조직성과 변수와 개인

수준의 과업상호의존성, 조직·직무몰입, 직무특성 변수의 회귀분석과 위계

적 선형모형분석을 병행하였다.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특징은 사회조직이

위계적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개인은 특정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으로, 사회조직에 관련된 변수는 조직의 각 수준에 존재하는 변수들과 개

인 수준에 존재하는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위계적 선형모형(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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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 linear models)은 위계적(hierarchical)이며 내재적(nested) 속

성을 갖는 자료 분석에 적합한 통계모형으로, 조직 및 기관의 효과, 프로

그램의 효과, 개인의 성장과 발달연구, 메타분석 연구 등에 유용한 통계

적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직수준의 다양성, 협업이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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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집단지성의 이론적 논의

1.1. 집단지성의 개념 정의

집단지성에 대한 연구는 1910년 곤충학자인 William Morton Wheeler가

흰개미가 협업을 통해 거대한 집을 쌓아올리는 것을 관찰하고 인간문명을

행동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작되었다. Wheeler는 개미가 협업하면서 거대

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

만 군집하여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개미의 이러한 협

력 과정을 ‘초유기체성(superorganism)’이라 명명하였다. 한 마리의 개체는

지능을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을 이루어 협업할 경우, 전체

개미 집단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것이 집단의 힘을 의미한다(김상민,

2010).

심리학자인 Wechsler(1971)는 집단지성의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집단

지성을 집단행동 또는 공동 자원을 만드는 것과 구별하였다.

Wechsler(1971)는 집단지성을 개인들이 자원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과업

의 성취수준을 높이려는 협력활동으로 보았으며, 공유 작업에 참여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집단지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

다. Wechsler는 집단지성이 개인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혁신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으로써

집단지성의 창발적(emergent)2) 성격을 언급하였다.

2) 창발(創發)은 하위 계층(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전체 구조)

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이다. 또한, 불시에 솟아나는 특성을 창발성(영어:

emergent property) 또는 이머전스(영어: emergence)라고도 부른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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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은 집단사고(Groupthinking)와는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Irving

Janis(1971)에 따르면 집단사고(Groupthinking)는 다양성이 결여된 집단일

수록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의견이 필요 없다는 확신을 공유하

게 된다.

[표 2-1] Irving Janis의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의 비교

출처: 김진만. 2010, P.8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집단지성에 대한 연구가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Smith(1994)는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 연구에 대해 분

석하였고, Levy(1997)는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교환문제를 다루었다. Pierre

Levy는 사이버공간에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분배 및 상호교환을 통해 집

단지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

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

는 지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창조, 혁신, 발명 과정에 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의 노력”으로 정의하며(Levy, 1997) 인간 지성의 분산

성, 분권성, 연속성 그리고 협업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집단지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James Surowiecki(2005)는 집단지성 대신 ‘대중의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 소수의 엘리트보다 평범한 대중이 더 현

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통합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문가 개인의 지혜보다 집단의 지혜가 더욱 훌

륭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Charles Leadbeater(2000)는 집단지성을 “웹이 창조한 집단적 사고방식,

집단적 놀이방식, 집단적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적 혁신방식”으로 정의한

집단사고 집단지성

특징 획일성, 동질성, 강한 응집력 다양성, 독립성, 느슨함

통제방식 일방적, 주도적 협력적, 자율적

집단의 의미 관리적 대중 협조적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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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개별적 구성원들 간에 참여와 협업, 다양성과 공동의 가치, 독립

된 사고와 공동체적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결합할 때 강력한 집단지성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웹2.03)의 개념은 집단지성을 활성화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웹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집단지식이 창출된다.

Atlee(2003)는 정치적 측면에서 집단지성을 파악하며 집단지성을 성숙된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집단지성으로 이

루어진 민주주의는 개인성, 다양성, 창조성을 억압하지 않으며 창조적 합

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분산적 구성원들의 자발적 지적 협력을

의미한다.

Malone 등(2009)은 구글, 위키피디아 등의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집단지성을 “개인의 집단이 지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을 집단적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집단지성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으로

다면적이며 주관적 개념인 ‘지성’을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지성의 개념은 집단과 지성의 의미가 다양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조화순 등(2011)은 집단지성을 거

시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현되는 개인간의 정보

교환, 지식창출,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미시적으로 생물학적,

미시적 수준이나 인간의 집합적 지식과 집단행동을 이해하는 ‘스웜

(swarm)지성’으로 접근하였다.

Singh(2011)는 조직적 관점과 컴퓨터과학 및 사이버네틱 관점으로 집

단지성을 연구하였다. 대규모의 다양한 기여자 집단이 개인의 전문분야

사이의 격차를 줄여 문제나 제품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결함을 찾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집단지성의

공통분모를 주장하였다.

조직론의 맥락에서 Engelbart(2009)는 집단지성을 “다양한 배경 또는

3)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공간

을 뜻하며,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등이 이에 속한다(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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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그러한 재능의 매각을 최적화하는 것

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Atlee(2003)는 도가 사상

을 통해 집단지성을 설명하면서, 총체성과 상호연결성의 개념들을 전제

로 집단지성을 논하였으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대화와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집단지성을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

을 통해 얻게되는 집단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소수의 우수한 전문가의

능력보다 다양성과 독립성을 집단의 통합된 지성이 최적의 결론에 가깝

다는 것이다.

권찬호(2018)는 집단과 지성을 구분하여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는 집

단을 상호 작용하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보고, 지성은 문제해결 능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집단지성이란 “집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의식이 있는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어 집

단 내·외부에서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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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집단지성 개념 요약

학 자 개 념

Pierre Levy

(1997)

창조, 혁신, 발명 과정에 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간 공

동체의 능력으로 어디에서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

는 지성

Surowiecki

(2004)

개인의 인지가 집단적 지혜로 전환되기 위해서 의견의 다

양성,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 개인의 전문적,

개별적 지식에 의존하는 분산화, 개인적 판단을 집단적 결

정으로 전환시키는 통합 과정

Leadbeater

(2008)

웹2.0의 특징인 참여, 공유, 협력, 개방, 공유를 전제하고 웹

상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 검증, 폐기, 개방 등의 과정

을 거치며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

조화순 등

(2011)

거시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현되

는 개인간의 정보교환, 지식창출,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미시적 수준이나 인간의 집학

적 지식과 집단행동을 이해하는 ‘스웜지성’

위키피디아

(2014)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능력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

Engelbart

(2009)

다양한 배경 또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그러한

재능의 매각을 최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능력

Thomas

Malone

(2009)

개인의 집단이 지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을 집단적으로 수행

하는 것

권찬호

(2018)

의식이 있는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어 집단 내외부에서 협

력하거나 경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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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단지성의 유형

집단지성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됨

에 따라 집단지성 유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alminen(2012)은 집단지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 주제들을 미시, 창발, 거시 세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미시수준의 범

주는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 수준의 요인, 자질, 속성, 요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주제로는 신뢰성, 주목성, 상호작용 능력, 커뮤니

티의 존재, 인간의 본능적 사회성, 동기 등이다. 한편, 거시수준의 주제는

전체 집단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대중의 지혜, 취합, 편향,

다양성, 독립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창발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으로 구성요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속성이 체계수준에서 나타

나는 현상을 뜻한다.

Lykourentzou 등(2011)은 집단지성의 형성과정, 즉 분산적 지식이 집합

적 지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의 차이에 주목하여 집단지성을 수동적 시스

템과 능동적 시스템으로 유형화하였다. 수동적 시스템은 목적에 대한 자

각 없이 집단지성에 참여하는 경우를 뜻하며, 능동적 시스템이란 어떤

군중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지고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 위키피디아

를 들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는 사전 항목을 만드는 사용자의 행위가 위

키피디아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형

성 이후 분권적 사용자들이 제각기 기여한 항목들에 기초하여 협업적으

로 사전이 만들어졌다. 능동적 시스템은 다시 협업형, 경쟁형, 혼합형 유

형으로 나뉜다.

Holland(1995)는 집단지성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그는 기존

의 유형이 집단의 실체성과 범주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집단화

(aggregation)를 두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복잡계를 단순화

시키는 표준적인 방식인 범주형이며, 두 번째는 복잡 적응계를 어떻게

모형화할 것인가 보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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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형이다. Holland는 두 번째 의미의 집단화가 연구의 중심과제라 보

았으며, 집단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위 집단을 상위 행위자

(meta-agent)라 칭하였다. 예를 들면, 범주형 집단화의 경우 여론조사의

통계처리 과정 속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는 여론조사자가 임의로 선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된다. 한편, 실체형 집단화는 구성원들이 살

아가는 방식 자체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그들의 삶

에 재투입된다.

Ickler(2010)는 Holland가 분류한 실체적 집단과 범주형 집단을 연결된

집단과 연결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연결되지 않은 집단지성은 집

합체내 개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며, 개인들 행동의 결

과는 취합자(aggregator)에 의해 취합되고 취합된 결과는 개인들의 결과

를 단순히 합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연결된 개인들

의 집단지성은 집합체에 속한 개인들 간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고 상호의

존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난다. 이런 메커니즘은 사회적 곤충들의 군집지

성과 유사하며, 개별 곤충들이나 개인들의 행동은 집단 내 다른 개체들의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권찬호(2018)는 동물들의 연결된

집단과 인간의 연결된 집단은 조직화 방식이 상이함을 지적하였고, 사람

들 사이에도 심의과정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곤충과 같이 단순행위자들

의 행동은 자기조직화에 의해 개체 행동들이 집단화되지만, 전략적 행위

자들의 행동들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집단화된다. 전자는 군집

지성(swarm intelligence), 후자는 ‘협력적 집단지성’으로 볼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종합하면 [표2-3]과 같다.

[표 2-3] 집단지성 유형화

출처 : 권찬호, 2018, P. 54

집단
(collectives) 집단지성 행위자

(agents)
집단화

(aggregation)
범주적

(unconnected) 통계적 집단지성 랜덤(확률) 행위자 통계적 취합

실체적
(connected)

군집적 집단지성 단순(최소) 행위자 자기조직화

협력적 집단지성 복잡(전략적) 행위자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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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단지성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

양미경(2011)은 집단지성의 특성을 협력과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상호

작용, 공유된 인식 또는 비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분산된 개별적인

인지들의 합 이상의 긍정적인 시너지로 설명하였다. Leadbeater(2008)는

집단지성 프로젝트의 성공 원칙으로 “핵심의 원칙, 기여의 원칙, 관계맺

기의 원칙, 협업의 원칙, 창의성의 원칙”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Surowiecki(2004)는 수준 높은 집단지성의 구체적인 조건들로 다양성,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유나, 이상수(2009)는 집단

지성의 요인으로 공유된 멘탈모델, 협력지성, 다양성, 사회적 네트워킹,

집단 기억체제, 통합수행을 주장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의

주요 특성을 종합하면 개인이 가진 지식, 경험의 다양성, 협력 프로세스로

나타나는 독립성, 분산화,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집단지성의 특성 중 다양성은 다양한 관점과 다

양한 해석, 다양한 대책을 마련 등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 다양성은 집단

지성의 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차를 상쇄시켜 주며

관점들 간 경합을 이룬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않

아도 집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집단의 규모

가 작아도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게 해준다. 다양성은 Surowiecki(2004)

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 집단지성의 특성이다. 모든 사람들의 견

해가 같다면 아무리 많은 수많은 지혜를 모아봤자 한 사람의 견해와 다

를 바 없으며, 다양성이 클수록 집단화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집단지성은 무분별한 집단적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판없이 행

해지는 다수의 판단과 주장, 견해가 항상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역

사적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나치즘이 대표적 사례이며, 민주주의 최

대 단점으로 집단 비지성(collective unintelligence) 문제도 나타난다. 즉,

참여자 다수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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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견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그 의견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권찬호(2018)에 따르면 집단지성은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행위자

들이 모이고, 개별행위자들이 가진 정보가 취합되며, 마지막으로 개별 정

보가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좋은 집단지성을 낳기 위해 개입

이 가능한 시점은 행위자와 집단화 과정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이 참가해야 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많은

의견을 취합되어야 하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 하여야 한다.

행위자들 가운데 어떻게 협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시키는가 하는 것 역

시 중심과제가 된다. 이 과정은 Levy(1997)가 주장한 유형의 협력적 집

단지성과 연관이 있다. Levy가 주장한 유형의 협력적 집단지성은 실체

적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를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

며, 구성원들 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과정에서는 행태적 측면이 강조되며, 그는 사이버 세계가 가져올

탈이기성, 즉 공유와 협력의 정신을 주장하였다. Levy가 집단지성을 논

의하며 사용하는 단어는 ‘환대(hospitality)’이다. 환대는 이기성이 제거되

어 있으며, 동료에 대한 애정의 표시가 나타난다. 그는 집단지성이 바로

‘환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집단지성을 ‘새로운 환대의 기술’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Levy의 집단지성은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측면 뿐 아

니라 궁극적으로 함께 조화롭게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권찬호, 2018).

[그림2-1] 집단지성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

행위자 → 집단화 → 상위행위자4)

능력,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

통계적 취합
자기조직화에 의한 취합
거버넌스에 의한 취합

질서, 정보

출처 : 권찬호, 2018, P. 285

4) ‘상위 행위자’는 집단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위 집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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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용어는 다윈(C. Darwin)의 「종의 기원」에서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언급한 데서 출발하여 인간 집단

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이승계, 2010).

문화적 다양성은 사업 다양성, 조직 다양성, 노동력 다양성의 3가지로 구

분되는데, 노동력의 다양성이 다양성의 핵심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다양성은 한 집단내 집단구성원들의 연령, 성별, 인종, 문화가치, 신체

적 특성, 생활방식, 교육배경, 종교적 선호, 직업배경, 경력, 전문성 등 다

양한 특징을 말한다(Lau & Murnighan, 1998).

우리나라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외국

인 근로자, 재외 교포 근로자 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젊은층

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새로운 생활 체계는 기존 베이비붐 세대와 인식의

격차를 벌이며 인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였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다양성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계, 2010). 첫째는 성(gender)이나 민족적(racial or ethnic) 차이

등에 의한 협의의 정의로서, 주로 이민 국가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에 나

타나 있다. 즉, 인종, 성, 출신 국가,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정의이다. 둘째는 교육이나 경험, 결혼상태 등이

포함되는 정의로, 성적 지향의 차이, 장애, 사회적 계급, 문화적 배경 등

을 포함한다(Dobbs, 1996). Thomas(1992)는 ‘다양성’을 단순히 성별과 인

종적 차원을 뛰어 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구성

원의 차이는 가시적인 차이와 비가시적인 차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시

적인 차이는 성별, 나이, 인종과 같은 1차적 차이이며 비가시적인 차이는

교육수준, 삶의 방식, 개인적인 가치 등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가

치가 많을수록, 즉 조직 내에서 더 많은 그룹이 대표될수록 그 조직은 다

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세계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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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문화의 차이,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정체성의 차이이다. 특정 문화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적 세계관과 행동

의 근거가 되는 상징, 가치관,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이러한 세계관과 행동이 집단 정체성, 집단의 소속감을 만들어 내기도 하

고 타 집단으로부터 비소속 내지는 배제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전종희(2012)는 집단지성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다양성을 누구나 자기만

아는 개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념적, 인지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차이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다양성으로

지식·경험의 전문성, 연차를 들 수 있으며, 성공적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

이 가진 지식, 경험의 다양성, 즉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역할

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수형 등(2015)은 다양성

을 인구통계적 특성 외에 능력, 태도, 가치관의 차이로 보았다.

3. 협업

협업(collaboration)은 협동(cooperation), 협조(collegiality), 조정

(coordination)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들은 의미상 차이

가 있다(송재준, 2013). Kruse(1999)와 Dillenbourg(1999)에 따르면, 협동

(cooperation)은 “자원의 공유나 계획 등의 과정에서 상호간 기본적인 지

원을 제공하는 개념”인 반면, 협업(collaboration)은 “구성원 모두가 관계

하는 환경 내에서 팀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 환경”으로 정의하며, 협업을 협동이나

협조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서 협동

이 각 구성원에게 할당된 고유한 역할을 각자가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협업은 조직 내부나 외부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관리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Anthony, 2000).

협업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의미가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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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평등한 위치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협동은 각 구성원에게 할당된 역할을

각자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협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조정 노력을 하는 능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Gray(1989)는 협업의 특성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협업 참여자가 갖는 상호 의존성, 둘째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이질성을 생

산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 셋째는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의 공

유, 넷째는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다. 협업은 집합적 특성 뿐 아니라

동태적이고 진화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협동 또는 조정과는 차별된다.

김윤권(2013)은 다수의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 역량을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vities)라고 정의하였다. 김윤권은 협업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

는데, 첫째는 협업을 조직간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견해로 파트너십, 동

맹, 조직간 네트워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협업을 하나의 과정으

로 보는 견해로 협업이 문제 또는 이슈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연구하고, 개인의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방안

을 도출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셋째는 협업을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상호작용을 목표공유,

구조적 균형, 높은 수준의 협상, 상호활동, 상호의존으로 본다.

송재준(2013)은 협업의 요인을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

과 균형, 솔선수범 등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유된 목표는 목표가

공유된 형태로 팀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동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세

부적 지침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 명확한 역할과 책임은 조직 내에

서 구성원들의 과업과 질과 양을 결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다. 셋째, 보상과 균형은 고유 역할과 책임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구성원

으로 하여금 효율적 과업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은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

으로 구성원간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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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요약하면, 집단지성의 협력은 무의식적이거나 기계적인 대규

모 집단의 협업과는 달리, 구성원 개개인의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참

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집단지성은 조화로운 연관을 토대로 한

역동적인 인지적 협력과정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집단적

협조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전종희(2013)는 인지적 협력과정에서 독립성, 분산화, 통합과정이 이루

어질 때 집단지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협력과정은 조직 구

성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집단적 결정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으로

(Surowiecki, 2004)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협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며 통합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된다. 이렇게

집단지성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독립성, 분산화, 통합과정을 통한

집단 성찰을 함으로써 합일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집단지성의 집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개념

역시 협업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주로 ‘조직간

협업(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에서 나타나는데(이명석, 2002),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압력

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개인은 타인의 영향에 의해 굴복하게 되고 집단 내 다수의 의견

에 대한 집단사고, 집단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조직 유효성

팀(Team)은 구성원들간 공동된 규범을 가지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으로 구성원들은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팀 과업달성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능력 등으로 필요한 자격

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한다(Reddy, 1988). Dyer(1984), Morg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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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86)은 팀과 집단(group)을 정보원천, 팀 구성원, 상호작용의 차원에

서 구분하였다. 팀에서는 정보원천(information source)의 다양성, 과업의

상호의존성, 팀 구성원 행동통합의 중요성, 가치있는 공동의 목적 존재,

팀 구성원에 대한 특정 역할 및 책임부여, 과업 관련 지식의 필요, 팀 구

성원간 의사소통 중시, 변화적응전략 추진 등의 특성을 가진다(안병현,

2005에서 재인용). 박용표, 최수일(2009)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팀제 도입

취지는 조직성과를 위한 것이며, 팀제에서는 팀의 비전 및 미션이 필요

하고, 팀장의 리더십, 팀원의 조직몰입, 의사소통, 협력과 경쟁의 조직문

화가 중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팀제에 적합

한 조직문화, 구성원 의식을 개혁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팀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는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효성은 조직의 다양한 산출물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조직 목표달성의 정도나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조직의 능력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박종표, 최수일, 2009). 즉, 조직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

으로 조직의 목표달성과 구성원의 목표달성까지의 개념을 포괄한다. 유효

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나 각 이론간

합의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유성, 2012).

Cohen & Bailey(1997)는 팀 유효성은 팀원의 생산성, 고객만족, 품질

등의 성과요소와, 팀 구성원의 몰입, 만족, 신뢰 등의 태도요소, 팀 구성

원의 결근과 이직 등 행동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Sundstrom

등(1990)은 팀 유효성이란 성과와 팀 성장 측면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팀

원들이 생각하는 팀에 대한 몰입, 만족과 팀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였다. 주지훈, 정범구(2006)는 유효성 변수 중 팀 성과와 팀 몰입을

연구하였고, 유정윤, 이미혜(2012)는 팀 유효성으로 팀몰입과 팀만족을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팀 유효성의 정의도 학자마다 다르고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합의된

측정변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측면인 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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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성적인 측면의 팀 몰입 또는 팀 만족이 사용되고 있다(이종호,

2018).

McGrath(1964)는 팀 유효성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투입(input)-변환

(process)-산출(output) 모형(I-P-O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선행 변수

를 개인, 집단, 환경이라는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각 수준간 요인이 집

단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McGrath의

I-P-O 모형은 집단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직 유효

성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2-2] McGrath의 I-P-O 모델

개인수준

• 능력
• 태도
• 성격

집단수준

• 집단구조
• 집단 응집성
• 집단 규모

환경수준

• 집단과업 특성
• 보상시스템
• 환경적 스트레스

집단

상호작용

프로세스

팀 성과

• 품질
• 속도
• 오류갯수(불량률)

기타 결과
•구성원 만족
•집단응집성
•구성원 태도
•구성원간 관계

Input Process Output

출처 : McGrath, J. E. (1964).

또한 Gladstien(1984)는 구체적으로 집단 구성, 집단 구조, 이용 가능한

자원, 조직 구조 등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들은 의사소통, 지원성,

갈등, 전략논의 등과 같은 집단 프로세스를 통하여 팀 유효성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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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ladstein(1984)의 조직행동에 대한 일반 모형

팀 구성

•적절한기술
•다양성
•조직의재임기간
•직무 재임기간

팀 체계

•역할,목표명확성
•명확한업무규범
•직무통제력
•크기
•공식적 리더십

팀수준

조직수준

가용 지원

•훈련과기술지도
•시장

조직체계

•팀성과에대한보상
•관리자통제

팀 프로세스 팀 유효성

•열린의사소통
•지원
•갈등
•전략논의
•개인별노력의가중
•경계관리

•성과
•만족도

팀 업무

•업무 복잡성
•환경 불확실성
•상호의존성

X

indicates a moderated
relationship

X

출처 : Glastein(1984)

이밖에 Hackman(1987)은 잘 설계된 과업, 적절한 팀 구성, 정보, 자원,

보상에 대한 접근 및 확보 가능성과 같은 맥락 조성이 성과증진에 도움

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Campion 등(1993)은 성과 증진에 있어서 팀 프

로세스의 역할보다는 팀 구조나 설계와 같은 투입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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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를 분류하면 첫째, 효과성 관

점에서 목표 달성도를 보는 견해 둘째, 능률성과 효과성을 결합하는 견

해 셋째, 능률성, 효과성 뿐 아니라 대응성, 형평성을 포함하는 견해 넷

째, 능률성과 효과성에 공정성을 포함시키는 견해 등이 있다(임정빈,

2015).

Price & Mueller(1986)는 조직성과를 목표 달성도라 정의하였다. 목표

란 조직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

미하여 목표달성 변수로서 생산성, 사기, 조직규범과 업무의 적합성, 동

조성, 외부환경의 지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표 달성

과 조직구성원의 개인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Rainey & Steinberg(1999)는 조직성과를 조직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

해 행정적, 운영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성과라고 정의하

였다. 조직은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션을 달성하

거나 성공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Van de Ven(1976)은 조직성과를 조직의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효과),

생산성(조직의 목표달성도), 구성원의 행태특성(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성과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며 조직

생산성은 조직의 효율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목표달성 접근법은 조직이

의도한 목표 달성도를, 시스템적 접근법은 산출은 물론 투입과 전환과정

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고객지향적 접근은 고객 만족도를, 경제적

접근법은 산출대비 투입비용을 강조한다.

Rainey(2009)는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는 산출물의 정의가 어렵고 시장

원칙의 지배와 함께 정치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모호한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 관료제의 경우 공

공성을,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비정부조직의 경우 민주성을 조직관

리의 목표로 주로 고려하면 되나, 공공기관과 같은 혼합조직의 경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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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병섭 외(2000)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정

치적 차원과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관리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균

형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성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과의 다의적 개념과 공공부문의 성

과측정 한계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념들이 조직성과의 하위개

념이나 유사한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의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인식, 경영평가점

수, 조직생산성,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경영성과를 하위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 공공부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경영평가 모델들로는 로직모

델, BSC모델, 말콤볼드리지 모델 등이 있다(이제항, 박대식, 2017). 먼저

로직모델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요소인 투입,

행동, 산출, 그리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흐름으로 분석한다. 다음

으로 BSC(Balanced Scorecard) 모델은, 조직의 성과를 재무관점, 고객관

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설정한 후 각 관점의 하위

지표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전사적 전략지도를 그린다. 마지막으로 말콤

볼드리지(MB) 모델은, 시스템에 중심을 두며,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 즉 계획수립, 실행, 분석 및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업무과정

이 순환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관리이론이다(신완선 외, 2009).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역기능인 왜곡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박순애, 이영미(2018)는 공공부문의 성과관

리시스템은 신공공관리론의 유행과 함께 공공조직관리의 지배적 패러다

임으로 자리 잡았으나 공공부문의 본질적 한계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각종 장애물로 역기능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성과관리의 왜곡

현상에 대한 실태 진단과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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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폭

넓게 연구되어 왔다. 두 개념이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조직유효성

의 유용한 예측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teers, 1977).

조직몰입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Wagner(1992)는 조직몰입을 “종업원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조직에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의지”라고 하였고, Becker(1960)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동안 쌓인 투자에서 오는 조직보상에 따른

일관적 행위의 연속선상을 지속하려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Sheldon(1970)은 조직몰입을 개인을 조직과 연결시키는 구성원의 동일성

(identity) 태도라고 보았다. 한편, Allen & Meyer(1990)는 조직몰입을

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직몰입

의 유형 중 감정몰입은 조직에 대해 감정적 애착을 가지면서 조직에 대

한 일체감을 갖는 것이고, 지속몰입은 조직에 대해 투자로 인해 조직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나타나는 몰입이며, 규범몰입

은 조직에 헌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책무감으로부터 나온 몰입

이다.

위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직몰입은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정서적 몰입으로 개인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 자

부심, 충성심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뜻한

다. 두 번째는 유지적 몰입으로 조직을 떠남으로써 잃게 될지 모르는 기

회비용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 있겠다고 느끼는 개인적 경험 정

도를 뜻한다. 세 번째는 규범적 몰입으로 조직 목표, 가치 및 사명을 내

면화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Balfour & Wechsler(1996)는 공공부문에서의 몰입을 세가지로 구분하

였다. 첫째는 동일화 몰입(identification commitment)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중요한 일을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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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다. 둘째는 소속 몰입(Affiliation commitment)으로 조직과 구성원들

이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라는 소속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셋째는 교환 몰

입(exchange commitment)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

지와 공감에서 나타나는 몰입을 의미한다.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odahl &

Kejner(1965)는 직무몰입을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업

무를 동일시하는 정도 또는 전체적인 자기 이미지에 있어서 직무가 차지

하는 중요성 정도로 정의하며, 직무몰입이 자기 존중감(self-esteem)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Buchanan(1974)은 직무몰입이 조직몰입을 이

루는 구성요인으로 보고 “직무몰입은 개인의 직무활동에 대한 심리적 집

중 또는 진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sborn(1980)은 직무몰입을 조직 구

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는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Brown &

Leigh(1996)은 직무몰입을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형태에 대하여 구성

원이 가지는 심리적 확신을, Moch(1980)는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로 보았다.

Saleh & Hosek(1976)은 네가지 차원에서 직무몰입의 개념을 정리하였

다. 직무몰입이란 개인의 삶에 있어 직무의 중요도, 개인이 직무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직무로 인한 자기 존중감, 그리고 직무수행과 자

아 개념간 일치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Rabinowitz & Hall(1977)

은 직무몰입을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성과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영향”으로 보았으며 둘째는 “한 개인의 자아

이미지에서 직무에 대한 중요성 정도와 동일시의 정도”이다.

Kanugo(1982)는 직무몰입(job involvement)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y)하거나 조직에 밀착되어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면 직무몰입은 자신과 직무를 동일시하는 구체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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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조직 측면에서 집단지성 연구

집단지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정치학, 경영학, 교육공학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분야와 주제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추철호, 류수영, 2018). 첫째, 교육현장에서 창의성 및 협

동학습과 같은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와 교육현장의 집단지성 측정도구와

타당화를 검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학이나 경영학 연

구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성공적 혁신사례를 다룸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가능케 한 기술적, 구조적 측면에서 요건을 검토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지성과 지식경영을 비교하여 이

론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집단지성이 지식경

영의 선행요인이자 결과요인으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인사, 조직분야에서 집단지성에 관련한 연구는 최수형

등(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단지성

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경영학,

조직론 측면에서 집단지성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본다.

김진만(2010)은 집단지성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업가

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트위터, Twendz

를 통한 감정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신제품 출시의 성공가능성 판단,

조직, 인사, 기획에 대한 대다수 직원의 판단력을 측정함으로써 집단지성

이 기업내에서 발현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유호성 등(2011)은 기업 경영게임을 통해 과업 수행 시 네트워크 공간

에서 각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빈도 및 집단의 참여율을 관찰하

여 집단지성을 측정하였다. 성과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t-test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피드백 빈도, 집단지성 참여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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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냈다.

전종희(2012)는 공과대학원 대학원 집단내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나

타나는 집단지성의 속성과 발휘 조건을 탐색하였다. 공과대학 대학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지성 속성 및 조건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는

데, 집단지성의 속성으로 인지적 다양성, 인지적 협력과정, 인지적 협력

을 통한 결과 항목을 도출하였고, 각 항목별 하위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최수형 등(2014)은 성과와 집단지성의 매개효과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

하였다. 측정결과 집단 구성원들이 업무 지식이나 능력 등의 인식을 통

해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집단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집단지성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철호, 류수영(2018)은 R&D 기반의 팀에서 집단지성의 발현과 집단

성과 창출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집단지성 발현과 성과 창출의

개념틀은 동기부여 이론 중 하나인 Vroom의 기대이론을 적용하였고, 집

단지성 발현 선행조건들을 인적, 구조적으로 변별하여 Vroom의 이론에

대입시켜 새로운 개념 틀을 만들었다.

또한, 하윤희(2018)는 소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질적으

로 분석하고, 집단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집단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업, 문제 제시를 통해 집단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도

구는 MIT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사, 조직론 관

점에서 집단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Kaur, R., & Shah, R.(2018)는 집

단지성의 하위개념을 협력지성, 네트워크, 다양성, 독립성으로 분류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송윤희(2016)는 교육상황에서 인지적 탐색, 인

지적 협력, 집단적 통합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박성미(2017)는 집단지성의 기본단위인 협업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였다.

그러나, 기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질적 연구도 성과에 대한 측정보다는 연구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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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집단지성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므로 측

정보다는 개념화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집단지성의 구성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집단지

성의 구성요소인 다양성, 독립성, 협업, 네트워크 등은 새로운 개념이라

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수차례 연구된 내용을 새롭게 구조화, 개념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핵심 속성인 다양성

과 협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학, 경영학 분야의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해 확인한다.

2. 다양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팀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

된 주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다

양성이 집단의 갈등, 의사소통, 응집성,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

단성과는 다양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된 이론은 사회

적 범주화 이론(social categorization theory), 유사성/유인이론

(similarity/attraction theory), 정보/의사결정이론(information/decision

making theory)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혜, 이수영, 2017). 첫째로 사회적

범주화이론은 내집단/외집단 편견, 인지적 편견, 고정관념을 설명하는 이

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고 외집단에 대한 우월감 또는 자존감을 형

성한다. 이에 따라 편견을 가져오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감소 및 갈

등 증가를 유발한다(Williams & O’Reilly, 1998). 둘째로 유사성/유인이론

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화는 집단과정인 갈등, 응집성, 의사소

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동질감은 호감을 가져오나 이질감은 응집성

및 의사소통의 감소 등을 불러일으킨다. 셋째로 정보/의사결정이론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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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 및 정보활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집단구성의 변동은

기능, 능력, 정보 및 지식 등의 증가를 통해 집단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즉,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집

단의 정보 가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공유, 축적되기

때문에 다양성은 집단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Williams & O’Reilly(1998)는 다양성의 효과를 논하면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범주화 이론

및 유사성/유인이론은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를, 정보/의사결정 이론은 다

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진규 외(2013)는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보의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

다. 김문주, 윤정구(2009)는 팀 다양성이 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종건(2013)은 개인관련 다양성과 과업관련 다양성은

팀 유효성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연령 다양성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배경 다양성은

부정적 영향을, 가치 다양성은 팀 만족, 팀 몰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나

타냈다.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지적 다양성은 팀원마다 의사결정이

다르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팀원들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중립

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인식된 다양성은 실제의 다양성보다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관점과

결합하는 창의적 과정을 통해 새롭고 유용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다(이희옥, 정동섭, 2017).

한편, Earley & Mosakowski(2000) 등의 연구자들은 다양성과 성과 간

의 관계가 정(+) 또는 부(-)의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 관계일 수도 있

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며 다양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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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ichard et al., 2004). 국

내 연구로 성지영 외(2008)는 팀 내 인구통계학적 비유사성과 개인성과의

비선형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노현탁(2014)은 산업환경의 역동성을

조절변수로 하여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성과간 비선형 관계를 연구하였

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양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다양성이 팀 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

라,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

으며 다양성과 성과가 비선형 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3. 다양성이 협업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성 자체가 팀 성과에 일

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의 수렴 메커니즘 통해 다양성

이 성과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프로세스 차원으로는 업무지식공유와 팀 정체성 공유를 주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양성이 지식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

장하는 학자들은 팀원들의 다양한 신념구조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Jehn et

al.(1997)은 교육배경의 차이가 과업에 대한 논쟁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밝

혀냈으며, Pelled et al.(1999)은 팀내 지식과 경험의 다양성이 과업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과업수행

스타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쌍

방적이며, 인간지향적이며, 협동성이 강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려는

스타일이 강하다(Tannen, 1992). 한편, 남성은 집단내 정치적 상황을 고

려하며 규정과 규율, 관습, 정책 등을 기반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Rigg & Sparrow, 1994). 과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 32 -

생기고,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식공유 활동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양성이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상

호성(reciprocity)’의 원리에 주목한다. 상호성을 간단히 서술하면 원인과

결과가 상응한다는 원리이다. 인간사회의 경우 이 상호성이 성립하지 않

을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성의 확립이 협력의 기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상호성을 확립하기 유리한 조건은 팀 구성원의 다양성이 될

수 있다. 팀 구성원의 다양성 속에 생동감 있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점 또는 지식을 서로 제공함으로써 상호성이 확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팀 구성원의 다양성은 정보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면서 상호성을 증대

시키며,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세영, 옥광희(2017)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식이 필요한 팀에서 복잡

하고 비정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업무지식

공유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ackson &

Joshi(2004)는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일수록 다양한 관

점으로 과업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가능한 모든 이슈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상호보완적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때 정보의 흐름이

극대화 될 수 있다(김문주, 윤정구, 2011). 즉, 다양성이 높은 팀일수록

정보가 다양하게 이동하고 관점을 달리 하는 정보들은 함께 취합하고 공

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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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협업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재준(2013)은 팀 협

업요인을 도출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팀 협업이 팀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협업의 하위 요소인 지식

공유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희옥 등(2017)은 팀의 과

업지식 공유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식 공유의 방식의 하나인 학습조직은 조직몰입, 조직 혁신성, 조직 구

성원의 단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Farrell, 1999; 김영

환, 2003; 이형룡 등, 2005). 집단지성의 관점에서 협업을 연구한 전종희

(2013)는 인지적 협력을 통하여 목표달성(공동차원), 학문적, 실용적 기여

(개인, 집단차원), 새로운 배움(개인차원) 성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협업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떤 요소

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권, 이경

호(2017)는 협업행정에 있어 협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협업과 성과 사이에 작용하는 협업문화, 제도, 협업 이해 등이 두 차원에

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협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협

업문화, 협업제도, 협업이해와 같은 협업기반이 조직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박천오 등(2012)은 부처

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융합행정을 위해 참여자간 신뢰 및 공감대를 형

성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노력의 ‘협업문화’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5.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직적 특성

Hackman(1987)는 의사결정 권한, 직무구조, 보상구조, 팀원 자원, 팀의

정보력, 방향성, 교육훈련 등 팀 특성 요인들이 팀의 조직 유효성과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장하였다. 김흥수(2008)는 조직몰입의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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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 관리적 특성으로 나누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 공공조직은 성장배

경, 직무경험, 책임성, 자율성이 영향을 미치고, 민간조직은 성장배경, 책임

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적 요인과 관련하여 공공

조직은 권한위임, 공식성, 역할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민간조직의 경우 공

식성, 역할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특성에서 교육훈련, 보상과 균형, 관리의 유연성, 근무규율, 사기, 리더십,

공정성, 직무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협업과 조직몰입의

영향과 관련해서, 우택규(2017)는 공유된 목표, 명확한 역할과 책임,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등 협업의 하위요인이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

관계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5.1. 다양성이 조직 구성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

O’Reilly와 Caldwell, 그리고 Barnett(1989)은 집단수준의 연령 다양성

은 해당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이직을 유발한

다고 주장하였다(Harrison et al., 1998에서 재인용). 또한, 박정우(2009)

는 출신학교의 다양성과 회사 신뢰의 구성원간 차이는 친회사, 중립, 친

노조 등 하위 집단을 만들고, 집단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Tsui et al.(1992)에 따르면 조직 내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조직구성원

의 조직애착(organizational attachm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유사

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소속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박정우(2009) 역

시 집단 내 구성원들의 연령이 다양할수록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이 감소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다양성의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재은(2012)은

다양성 수용정도가 인적자원관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고, 이효선(2014)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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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윤준희, 신호철(2013) 역시 다양성 수용정도가

인지된 팀 성과 및 의사결정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인지적 다양성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려울뿐 아니라 개인이 인

지하는 다양성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반응, 즉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성의 수용 정도

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별 다양성 등 협의의 다양

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5.2. 협업이 조직 구성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

송시내(2015)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협업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명확한 책임 및 역할, 솔선수

범, 목표공유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결과적으로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

문중(2015)에 따르면, 협업은 구성원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정

서적 신뢰성을 구축하기 때문에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유사한

연구로, 임영신(2013)은 조직몰입을 높이는 변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제

시하였다. 현대 조직 구조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효율적 의사결정과

목표설정 및 관리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며 이는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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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협업이 공공기관 팀 조

직성과와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연구 분석틀은 팀 유효성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McGrath(1964)의 투

입(input)-변환(process)-산출(output) 모형(I-P-O 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한다.

McGrath의 I-P-O 모형은 집단의 상호작용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나

타내 주는 모형으로 선행 변수는 개인, 집단, 환경이라는 세 수준으로 구분

하고 각 수준내의 요인들이 집단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통하여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I-P-O 모델을 기본 틀로 설정하고 투

입(input)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고, 변환(process)을 협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출(output)을 팀 성과와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으로 보았다.

연구모형은 두가지 방법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연구모형1>에서는 다

양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다양성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내 협업 프로세

스를 매개변수로 하며, 종속변인으로 팀 성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2>에서는 조직수준의 다양성과 협업이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다음 내용을 밝혀내고

자 한다. 첫째, 다양성의 하위 유형별로 협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

로써 다양성의 어떠한 유형이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둘째,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째, 다양성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양성이 협업을 매개로 종속변수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팀 차원인 다양성과 협업이 개인수

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다양성과 협업의 조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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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증명한다.

[그림 3-1] 연구 분석틀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연구모형 2>

LEVEL 1

(개인수준)

가설2

가설3

협업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헝

•인지적 다양성

팀 성과

INPUT PROCESS OUTPUT

LEVEL 2

(조직수준)

통제변수 :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

가설1

개인수준

•인구통계적특성

•직급,근무기간
•직무의 특성

가설6,7

가설4,5

가설4,5

•협업

조직수준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성

•인지적 다양성

팀 성과

조직,

직무몰입

INPUT PROCESS OUTPUT

LEVEL 2

(조직수준)

LEVEL 1

(개인수준)

상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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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설정

본 연구는 조직 수준에서의 다양성과 협업이 팀 성과와 구성원의 조

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사용된 독립변수는 조

직 수준의 다양성이며 종속변수는 팀 성과이다. 프로세스 차원의 협업은

매개변수로 측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팀별로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 정도가 다른지 확인하며, 구성원의 조

직, 직무몰입이 개인수준의 직무특성과 팀 수준의 다양성, 협업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한다.

[표 3-1] 연구가설

구분 가 설

1 구성원의 다양성은 공공기관 팀 협업과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구성원의 연령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구성원의 연령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협업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협업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3-1 협업은 성별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3-2 협업은 연령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3-3 협업은 인지적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4 개인 수준의 조직, 직무몰입 수준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조직수준의다양성과협업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5-1 조직수준의성별다양성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5-2 조직수준의연령다양성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5-3 조직수준의인지적다양성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5-4 조직수준의협업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6 개인수준의특성과조직, 직무몰입의관련성은팀별로차이가있을것이다.

7
팀에따라유의미하게차이가나는개인요인과조직요인(다양성, 협업)이상호작용하여구성
원의조직, 직무몰입에영향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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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

1. 조직수준의 변수

1.1. 다양성 (독립변수)

다양성은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팀원의 인지적 다양성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연령 다양성은 팀 구성원의 연령대를 20세 미만, 만 20세

에서 29세 이하, 만 30세에서 만 39세 이하, 만 40세에서 만 49세 이하,

만 50세 이상의 5개 범주로 측정하였고, 성별 다양성은 성별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인원을 집계하여 측정하였다.

연령 다양성과 성별 다양성은 범주형 변수 처리에 일반적인 엔트로피

에 기초한 지수를 사용하여 계수화 하는 방법(Teachman, 1980)을 사용

하였다.

S

다양성 = -∑[Pi × ln(Pi)]
i=0

또한, 다양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여성인력의 비율도 변수로 측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효용(2012)과 김형기(2012)는 다양성이 기

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여성근로자 비율을 다양성 변수

로 측정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에 따라 여

성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조직 문화가 더욱 다양해 졌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다양성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비가시적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der Vegt & Janssen(2003)

와 Shin. et al(2012)의 연구에서 팀의 인지적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문항을 측정

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다양한 업무 경험이나, 경력, 취향에 대한 인지적

다양성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40 -

[표 3-2] 인지적 다양성 측정 설문지 구성

구분 번호 측정항목

비가시적
(인지적)

1 우리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다.

2 우리팀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우리팀 직원 개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1.2. 협업 (매개변수)

많은 학자들이 집단지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참여, 인식, 협업의 3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협업은 집단지성에 있어 중

요한 요소이다. 양미경(2011)은 집단지성은 무의식적이거나 의의를 공감

하지 못하는 기계적 협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단지성에서

의 협업은 구성원의 조화로운 연관을 토대로 한 역동적 인지적 협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개인의 협력 의지와 참여자의 지성을 고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Getha-Taylor(2008)가 개발한 협업 역량(collaborative competency)은

공감, 동기,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 자원공유, 갈등해결, 다양성 관리,

목표에 대한 일관적 관점 등의 하위차원을 포함함으로써 집단지성의 협

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etha-Taylor가 개발한 지표를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 41 -

[표 3-3 ] 협업 측정 설문지 구성

구 분 세부항목 번호 측 정 항 목

협 업

대인관계 능력 :
공감 나타내기

1 우리팀 직원들은 여러 가지 관점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하여 팀원간 의견을 경청한다.

2 우리팀은 상, 하위 직급을 불문하고 서로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한다.

3 우리팀은 직급, 서열순으로 의견이 수용된다.

대인관계 능력 :
동기(욕구)에
대한 이해

4 우리팀 직원들은 영향력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를
위한 욕구, 성취 욕구가 있다.

5 우리팀 직원들은 서로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실행 계획(전략)을 조정한다.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 6 팀 목표 달성시 팀원 전원(우리)이 해냈다고 생각한다.

팀워크, 협력 :
자원공유 7 우리팀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타 직원들과

솔선수범하여 공유한다.

팀워크, 협력 :
갈등관리

8 우리팀 직원들은 새로운 관점을 찾기 위한 갈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우리팀 직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윈-윈 솔루션을
찾는다.

리더십 :
다양성 관리

10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11 필요한 경우 동료직원 직원의 경험과 지식을 따른
다.

리더십 :
일관된 관점 12 우리팀 직원은 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3. 팀 성과 (종속변수)

팀 성과는 팀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것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로 정의할 수 있다 (Van de Ven &

Ferry, 1980). 팀 성과의 경우 조직이 팀 단 위로 부과하여 운영되는 성

과나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팀 대표하는 변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공통

의 객관적 성과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는

측정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낮은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박순애, 이영미,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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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

는 산출량에 대하여 팀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정도로 보았으며(홍성원,

2010), 팀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주관적

측정치로 팀 성과를 측정하였다.

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Van de Ven & Ferry(1980)의 조직 평가측

정도구(Organization Assessment Instrument) 중 팀 성과 척도(Work

Team Performance scale) 5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집

단성과 척도는 업무의 질, 업무의 양, 혁신의 수, 작업우월성에 대한 평

판, 직원 사기 등 5개 항목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4] 팀 성과 측정 설문지 구성

구 분 번호 측 정 항 목

팀 성과

1 우리팀의 업무성과는 다른 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2 우리팀의 업무처리는 다른팀보다 정확하고 철저하다.

3 우리팀에서제안한새로운아이디어나혁신은다른팀보다우수하다.

4 우리팀은 다른 팀보다 업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

5 우리팀의 사기는 다른 팀보다 높은 편이다.

2. 개인수준의 변수

2.1. 조직, 직무몰입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Meyer & Allen (1990)

에 의해 정의된 정서적 몰입(1문항), 규범몰입(1문항), 근속몰입(1문항)

문항 사용하였고,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애착과 직무

몰입정도와 관심사 연관성을 묻는 문항(2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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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조직, 직무몰입 측정 설문지 구성

구 분 번호 측 정 항 목

조직몰입

1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

2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
득 때문이다.

3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긍심을 느낀다.

직무몰입

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직무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으며, 관심사의 대부분은 직무로부
터 나온다.

2.2. 직무특성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 직무관련 심리적 상태가 조직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직무특성은 이들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무특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이 조직, 직무몰입

등 심리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Hackman. et al, 1975).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으로 자율성과 과업상호의존성을 들 수

있는데, 자율성은 개인 간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조직 유대감 및 집단 응집

성을 강화하며,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한다. 또한, 자율성은 조

직 구성원에게 ‘우리’라는 의식을 증가시키고 집단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킨

다(박기성, 황호영, 2014).

본 연구에서는 과업상호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earce &

Gregersen(1991)이 개발한 설문 항목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다. 또한,

직무의 자율성은 직무에 부여된 재량권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이지우

(1997)의 설문문항을 채택한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 독립성 역시 개인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문항을 설문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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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직무특성 측정 설문지 구성

구 분 측 정 항 목

과업
상호
의존성

1 나는동료(팀원)들과협력해서일해야하는경우가많다.

2 나는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서는팀원들로부터정확한정보를얻어야한다.

3 나는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서는동료들의조언이필요하다.

4 나는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서동료들과많은이야기를나누어야한다.

5 나의동료들은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업무(노력)를분담한다.

자율(재량) 업무 수행을위해내자신이스스로의사결정을내려야할때가많다.

독립성 내 업무는 부서내에서 독립적이다.

전문성 내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성별과 연령, 직급, 근무기간은 직무만족도 및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력 역시 자기효능감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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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측정도구 요약

앞서 설정한 변수의 측정 도구를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표 3-7] 변수의 측정 도구 요약

차원 구성
요소 세부내용 측 정 방 법

조직

수준

다양성

인구통계적

다양성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여성의 비율

인지적
다양성 인식
(3문항)

팀원의능력, 경험, 취향의다양성에대한인식설문조사

협업
설문조사
(12문항)

Getha-Taylor(2008)가 개발한 협업역량 지표의 일부

를 변형하여 측정
- 대인관계 이해 : 공감(3문항), 동기(2문항)

-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 : 1문항

- 팀워크와 협력 : 자원공유(1문항), 갈등관리(2문항)
- 리더십 : 다양성 관리 (2문항), 일관된 관점(1문항)

팀 성과 팀 성과
(5문항)

팀원이 인식하는 팀 성과 설문조사

Van de Ven & Ferry(1980)의 조직 평가측정도구

통제 조직형태
- 팀 규모 : 팀 직원수

- 본부, 지사 구분

개인

수준

과업상호
의존성

설문조사
(5문항)

Pearce & Gregersen(1991)이 개발한 설문항목 사용

조직

몰입

설문조사

(3문항)

Meyer & Allen (1990)에 의해 정의된 정서적 몰입

(1문항), 규범몰입(1문항), 근속몰입(1문항) 사용

직무

몰입

설문조사

(2문항)

일에 대한 애착과 직무 몰입정도와 관심사 연관성

을 묻는 문항 (2문항) 사용

직무의

특성

설문조사

(3문항)
자율성(1문항), 독립성(1문항), 전문성(1문항)

통제
인구통계적

특성 (6문항)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 근무지(팀)



- 46 -

제 4 절 자료수집 및 측정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속성 중 다양성과 협업이 공공기관의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조직효과가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추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자의 주관

성 배제와 객관적 표본추출을 특징으로 하는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선택

하였다. 이중 가장 기본적 유형인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법(SRS: simple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였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

단을 구성하고 무작위로 600명을 선정하여 무작위 추출 표본추출법을 사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다양성 수준과 협업수준이 팀 성과, 조직구성원

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다양성과 협업 수준을 팀별로 파악하였다. 둘째, 팀 성과

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변수와 준거변수의 단순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상정한 설명변수로 개인-조직 프로세스의 3수준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TATA 1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한 후 상관관계분석

과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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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절차는 빈도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한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신뢰도는 연구방법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측정

수단을 반복하여 동일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다. 신뢰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동등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상

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뜻하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한 변수

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의 강도와 방

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간에 직접적 인

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독립변

수들의 선형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력 있는 가설

관계를 연구한다. 1차적으로 조직관련 변수인 다양성과 협업이 팀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요소 중 다양성과 협업이 개인의 직무몰입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조직수준과 개인수준과 같이 위계구조

를 가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귀분석은 모든 관측값들은 하나의 측정

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반면, 위계적 선형모형은 관측값에 따라 측정

수준이 구별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위계적 선형모

형에 따른 분석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기초모

형과,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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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s)

3.1. 다수준 분석방법의 필요성 및 위계적 선형모형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산 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기존의 통

계방법들은 모든 관측 값들은 하나의 측정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반

면, 다층모형에서 관측 값들은 측정수준이 구별된다. 회귀모형에서는 오

직 하나의 오차항(R-square)을 가정하는 반면, 위계적 선형모형에서는

측정수준별로 각각의 오차항들을 갖는다.

위계구조를 가진 데이터가 지닌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일수록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

게 된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일수록 그 집단으로부터 또는 환

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둘째,

위계구조를 가진 데이터일수록 하위수준과 상위수준 간 상호작용이 작용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

육환경변수를 선정할 때 데이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 자료이며,

또 하나는 상위 집단의 교사, 학급, 학교 학군 등 자료이다. 이 경우 학

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 등의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간 상호작용이 이루

어진다(이희연, 노승철, 2013).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도를 집합화하여 학급 평균의 성취

도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는 하위수준의 데이터를 상위수준으로 집합화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개개인 성취도 수준의 변이는 정보가 손실되며,

변수의 관계는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Byrak &

Raudenbush, 1992).이를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또는 로빈슨

효과(Robinson effect)라 일컫는다. 실제로 Robinson(1950)은 지역을 분

석단위로 흑인의 비율과 문맹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95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0.2로

나타났다. 이는 집합화된 수준과 개인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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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개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상위 수준의 특성 데이터를 모

든 학생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 학급, 학교 등의 상위

수준 자료를 하위 수준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런 경우 역시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표집대상들이 서로 독

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며, 자기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정 학급

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상위 수준의 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표집되는 같

은 학교 내 학생들은 상호의존적인 반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독립적

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원소적 오류(atomistic fallacy) 또는 심슨의

패러독스(Simpson’s Paradox)라 일컫는다. 이런 경우 상위 수준의 특성

을 무시하게 되며, 하위 수준인 개인만 보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은 다층모형

(Multilevel model)으로, 다 수준자료 분석(multilevel data analysis)방법

론이다. 위계적이란 의미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수

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으로(Raudenbush & Bryk, 2001: 최지혜

2013), 종속변인의 보다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고, 각각의 회귀계수들

이 실제에 더 근접한 값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각의

상위 조직 내에서의 개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보는데 적합하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특징은 하위 수준인 개인과 상위 수준인 집단이라

는 분석단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 예로, 기존의 회귀모델을 사용하

여 개인 임금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력, 경력과 가

은 개인적 속성과 기업의 특성 및 지역 특성 변수들과 같은 집단 속성을

구분없이 독립변수로 선정한다. OLS(ordinary least squares)로 추정된

각 변수들의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개개인의 임금의 차이가 개인적

속성에 더 영향을 받는지, 집단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분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위계적 선형모형은 개인과 지역이 서

로 다른 수준의 분석 단위로 투입되며, 개인은 집단 수준에 포함되고 각

수준별로 분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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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형의 모수추정은 회귀모형인 OLS방식과는 달리 반복적 수렴과

정을 통해서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회귀모형을 보다 정교화된 모형이다.

즉 다층모형에서 개인수준의 정보는 개인수준의 모형에서 예측변수가 되

고, 집단수준의 정보는 집단수준에서 예측변수가 되어 분석 단위와 관련

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다층모형은 단점도 있다. 첫째, 적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 일반 회귀분석 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다. 둘째, 집단 내 상관계수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종속변

인을 예측함에 있어 조직의 특성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다

층모형은 2수준의 예측변인이 1수준의 예측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이므로, 반대로 1수준의 예측변인들이 2수준의 예

측변인들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위계적이며 내재적 속성을 갖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사회과학 연구에서

조직 및 기관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3.2. 위계적 선형모형의 종류

1)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위계적 선형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인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은 상위 수준에서의 절편이 임의효과를 가지는 모형으로

임의절편모델이라고도 칭한다.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와 설

명변수간의 관계가 하나의 기울기와 절편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무선절편

모형은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집단별로 절편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주택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택면적

을 생각할 수 있다. 개개의 주택가격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동일

한 주택면적인 경우 그 주택이 어느 자치구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즉 무선절편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가격

에 미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각 자치구별로 절편이 다르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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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이희연, 노승철, 2013). 무선절편모형은 고정효과 부분과 무

선효과 부분으로 구성되며 무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오차항은 두 가지

오차로 구성된다. 전체 추세선(총 평균)으로부터 각 집단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와 각 집단내에서의 오차()로 구분된다.

Y =   + 1Xij +  + 

고정효과 무선효과

2)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 random slope model)

무선계수모형은 각 집단별로 기울기가 무선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

되는 모형으로 임의계수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무선계수모형은 각 집단

별 절편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이희연, 노승철, 2013).

무선계수모형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ij =   + (1+1) Xij +  + 

Yij =   + 1Xij+(0 + 1Xij + ) 

여기서 고정효과와 1수준, 2수준에서의 무선효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고정효과   + 1

무선효과(2수준)


 

∼  


무선효과(1수준)
 ∼ 

집단별 전체 평균 추세를 나타내는 회귀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

항이 존재하며, 1수준에서 나타나는 오차항은 개인 수준에서 무선효과를

나타내는 오차항이다.



1

σ20

σ01  σ
2
01  

0
σ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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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 절 평가도구의 검증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측정도

구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들 사이의 상관관

계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는 특정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측정항목을 공통요인으로 추출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 회전 방식(varimax rotation)을 사

용하였다. 직각회전방식은 측정항목의 적재치가 높게 나타나도록 회전시

키는 방법으로 판별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3 이상인 측정항목만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개별 문항 내에서 요인 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

는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 검정을 실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범위가 0.9 이상이면 설명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5 미만이면 수용될 수 없다.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MO 지수는 0.932로 나타나 변수의 사례 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지적, 협업 프로세스(지식공유, 협업, 리더십). 조

직성과, 개인성과, 과업상호의존성, 조직몰입, 직무몰입, 개인역량을 분석한

후 요인적재값 0.3 이하를 제거한 결과 [표4-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개념타당성을 거친 변수들이 측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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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에 의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계수의 적정수준을 판정하는 절대 기준은 없으나, Van de ven &

Ferry(1980)에 따르면 조직수준의 분석에서 Cronbach’s apha 값이 0.6 이

상이면 측정지표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신뢰성 검증

은 측정도구로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이 얼마나 일관성을 지니는지 밝혀내

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독립 측정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한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신

뢰도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하위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

단한다(Hair & Ander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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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주요 변인의 요인적재값 및 신뢰도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Unexplai
ned 신뢰도

협업_1 0.481 0.299

0.8786

협업_2 0.484 0.272

협업_4 0.430 0.256

협업_6 0.363 0.394

협업_7 0.422 0.349

다양성_1 0.507 0.323

0.7563다양성_2 0.499 0.385

다양성_3 0.619 0.294

팀 성과_1 0.530 0.280

0.8631
팀 성과_2 0.482 0.265

팀 성과_3 0.429 0.356

팀 성과_4 0.533 0.225

조직,직무몰입_1 0.391 0.324

0.8140

조직,직무몰입_2 0.373 0.590

조직, 직무몰입_3 0.475 0.341

조직, 직무몰입_4 0.505 0.205

조직, 직무몰입_5 0.460 0.347

과업상호의존_1 0.453 0.429

0.8271
과업상호의존_2 0.538 0.245

과업상호의존_3 0.546 0.278

과업상호의존_4 0.429 0.354



- 55 -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급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85명으로 전체의 50.41%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182명으로 49.59%를 차지하였다. 연령과 관련해

서는 20대가 1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0대가 125명이었

고, 40대는 96명, 50대 이상은 20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기간은 5년 이하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이 55명,

11-15년이 52명이었으며, 30년을 초과한 직원은 6명으로 가장 적게 응답

하였다. 직급으로 봤을 때는 대리(5급)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

(4급)은 103명, 차장(3급)은 83명이었으며, 주임(6급)이 48명으로 가장 적

었다. 직렬은 일반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근무지는 소속기관이 256명

으로 69.75%를 차지하고, 본부는 88명으로 23.98%를 차지하였다. 직무분

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응답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적었다.

Kreft(1996)은 위계적 선형모형에 적합한 표본수를 조직수준 30, 개인수준

30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 조직에 속한 개인수준의 모집단 크기가 작은

경우 개인 수준의 조사대상자를 더 확보하기 보다 조직수준의 조사대상 수

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관의 경우 각 팀

의 규모는 대부분 12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이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층자료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 조

사대상 팀 수를 100개 이상으로 설정하였다(이은정, 2009에서 재인용).

연구대상의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35개 팀 중 지사는 91개 팀으

로 가장 많았으며, 본부는 36개 팀, 부설기관은 8개 팀으로 가장 적었다.

팀 규모를 살펴보면, 직원수가 5명 이하인 팀은 11개 팀으로 나타났으며,

6명~ 10명인 팀은 64개 팀이며, 11~15명은 54개 팀, 16명 이상인 팀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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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팀으로 나타났다. 팀 인원이 12명인 이상인 팀은 최근 공공기관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로 시설관리, 운전직 등이 정원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367)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85 50.41
여성 182 49.59

연령

20대 126 34.3
30대 125 34.1
40대 96 26.2

50대 이상 20 5.4

근무년수

5년 이하 193 52.59
6-10년 55 14.99
11-15년 52 14.17
16-20년 36 9.81
21-25년 16 4.36
26-30년 9 2.45
30년 초과 6 1.63

직급

차장 83 22.62
과장 103 28.07
대리 133 36.24
주임 48 13.08

직렬
일반직 340 92.64

출제연구직 13 3.54
기타 14 3.81

근무지
본부 88 23.98
부설 23 6.27
소속기관 256 69.75

직무분야

재무,회계 14 3.81
기획, 서무 37 10.08
일반사무 9 2.45
직업능력개발 132 35.97
자격시험관리 80 21.8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25 6.81
기능장려 11 3
해외취업 11 3
국제협력 4 1.09

자격시험 출제 21 5.72
IT 6 1.63

기 타 17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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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지적 다양성, 협업 프로세스(지식공유, 협업, 리더

십), 조직성과, 개인성과, 과업상호의존성, 조직몰입, 직무몰입, 개인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4-3]과 같다. 인지적 다양성에 대한 설문문항이 4.125로

측정된 변인 중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의 독립성의 평균값이 3.341

으로 가장 낮았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협업, 다양성, 과업상호의존도를 제

외하고 각각 1.0과 5.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직무특성인 전문성 설

문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확인결과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

과값이 왜도가 ±2 이하, 첨도가 ±4 이하로 정규분포를 이루어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et al., 1995).

[표4-3]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주요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skewness kurtosis

협업 3.968 0.715 1.6 5 - 0.669 3.462

다양성 4.125 0.575 1.3 5 - 0.390 4.167

팀 성과 3.747 0.718 1 5 - 0.276 3.273

조직·직무몰입 3.373 0.759 1 5 - 0.203 3.294

과업상호의존 4.095 0.624 1.5 5 - 0.743 4.644

재량 3.823 0.880 1 5 - 0.852 3.812

독립성 3.341 1.136 1 5 - 0.180 2.013

전문성 3.621 0.947 1 5 - 0.418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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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집단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현황을 분석하였

다. 성별에 따른 다양성, 협업, 팀 성과, 업무특성,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는 [표4-4]와 같다. 먼지 조직원이 남성이 인지하는 다양

성, 협업, 팀 성과, 직무의 상호의존도, 재량권, 직무의 독립성, 조직, 직무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구성원이 인지하는 팀 성과(p=0.0289**)와 직무의 전문성

(p=0.0463**)의 경우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구 분 남녀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다양성

남 4.160 0.043
1.1764 0.2402

녀 4.090 0.041

협업
남 4.024 0.054

1.4983 0.1349
녀 3.912 0.052

팀 성과
남 3.828 0.053

2.1934 0.0289**
녀 3.665 0.053

과업
상호의존

남 4.101 0.048
0.1849 0.8534

녀 4.089 0.044

재량
남 3.730 0.061

1.1792 0.2391
녀 3.621 0.069

독립
남 3.362 0.084

0.3661 0.7145
녀 3.319 0.084

전문성
남 3.719 0.070

1.9997 0.0463**
녀 3.522 0.070

조직,직무
몰입

남 3.475 0.055
1.4983 0.1349

녀 3.268 0.056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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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근무연수가 주요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

무연수를 10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다양성, 협업, 팀 성과, 업무특성, 조

직, 직무몰입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는 [표4-5]와 같다. 먼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직원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

였다(p=0.0001***). 또한 업무의 전문성의 경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직

원이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았으며(p=0.0014***), 팀 성과 역시 높게 나

타났다(p=0.0033***).

[표4-5] 근무기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구 분 근무기간 평균 표준편차 t p

다양성
10년 미만 4.109 0.038

-0.7914 0.4292
10년 이상 4.160 0.048

협업
10년 미만 3.905 0.047

-2.4745 0.0138**
10년 이상 4.101 0.061

팀 성과
10년 미만 3.671 0.047

-2.9548 0.0033***
10년 이상 3.905 0.058

과업
상호의존

10년 미만 4.097 0.041
0.0622 0.9504

10년 이상 4.092 0.054

재량
10년 미만 3.641 0.059

-1.0826 0.2797
10년 이상 3.748 0.072

독립
10년 미만 3.375 0.072

0.837 0.4031
10년 이상 3.269 0.104

전문성
10년 미만 3.512 0.060

-3.2279 0.0014***
10년 이상 3.849 0.082

조직,
직무몰입

10년 미만 3.268 0.050
-3.8708 0.0001***

10년 이상 3.590 0.058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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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

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검증에

앞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구 변수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요인분석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

된 주요변수 21개와 성별 등 통제변수 5개로 이루어졌다. 주요 변수들은

다(多)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측정항목을 평균화하여 단일 값을 분석

에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들간 선형관계의 크기가 큰 경우 다중공선성 문

제를 발생시켜 회귀계수 추정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로 각 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먼저, 연구변수간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인지적 다양성,

협업, 팀 성과, 조직·직무몰입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 대부분 0.6 미만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5)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각 설

명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1/VIF) 역시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모형의 일부 예측 변수가 다른 예측변수와의 상관

정도가 높아, 데이터 분석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두산백과). 연구모

형의 설명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으면 변수 고유의 개별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추정된 회귀 계수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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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p<.1; ** p<.05; *** p<.01

※ ① 팀 성과, ② 조직, 직무몰입, ③ 인지적 다양성, ④ 협업 ⑤ 성별 ⑥ 연령 ⑦ 학력 ⑧ 근무경력 ⑨ 업무

의 재량 ⑩ 업무의 독립성 ⑪ 업무의 전문성 ⑫ 과업상호의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0.4255*** 1

③ 0.4546*** 0.3875*** 1

④ 0.5532*** 0.4434*** 0.4975*** 1

⑤ -0.1141** -0.1367*** -0.0615 -0.0782 1

⑥ 0.1109** 0.1366*** -0.0131 0.0926* -0.1341** 1

⑦ 0.0791 0.0792 0.0058 0.0562 0.0036 0.2959*** 1

⑧ 0.1261** 0.1448*** -0.0137 0.1061** -0.0121 0.8600*** 0.1284** 1

⑨ 0.1225* 0.2038*** 0.2239*** 0.2261* -0.1164* 0.0669 -0.0541 0.0352 1

⑩ 0.0924* 0.1678*** 0.1129** 0.0973 -0.0192 0.0335 0.0244 -0.0535 0.846*** 1

⑪ 0.2968*** 0.3792*** 0.2495*** 0.2388*** -0.1041** 0.1595*** 0.0613 0.0636 0.2995*** 0.2700*** 1

⑫ 0.3539*** 0.2962*** 0.4004*** 0.4815*** -0.0097 -0.0754 0.0104 -0.0498 0.0333 -0.0575 0.13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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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증

1. 다양성과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회귀분석

1.1. 다양성과 협업과의 관계

다양성이 협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성

의 하위변인인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헝, 여성의 비율, 인지적 다양성

등 총 4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

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을 통제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

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표4-7]과 같이 F 통계값이 유의수준 p=.000에서 15.70로 나

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

수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회귀식에 대한 R2값이 0.2835로 나타나 종속변

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28.3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설명력이나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지만 통계적 유의

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여 진단한다. 분산팽창계수

는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VIF 5 또는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본다. 본 회귀식에서 사후검증 결과 VIF가 5 미

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과 인지적 다양성이 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다양성(B=-0.372*, p<.1)과 성별 다양성

(B=-0.666**, p<.05)은 협업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성비

율은 (B=0.344*, p<.1)은 협업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적 다양성은 협업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27***, p<.01). 나머지 변수들은 협업

에 대한 영향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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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3은 채택되었으며, 구성원 성별 다양성이 협업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과 구성원 연령 다양성은 협업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4-7] 다양성이 협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회귀분석 결과 (다양성 → 협업)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
오차

통

제

변

수

성별 -0.107 0.074 -1.44 0.15 -0.075 1.34 0.745

연령 -0.013 0.041 -0.31 0.754 -0.031 4.88 0.205

학력 0.039 0.044 0.88 0.38 0.046 1.34 0.747

직급 0.012 0.049 0.24 0.807 0.016 2.20 0.455

근무기간 0.066 0.047 1.42 0.158 0.139 4.82 0.208

독

립

변

수

연령다양성 -0.372* 0.201 -1.85 0.065 -0.086 1.07 0.931

성별다양성 -0.666** 0.302 -2.2 0.028 -0.109 1.23 0.816

여성비율 0.344* 0.212 1.62 0.106 0.088 1.46 0.685

인지적
다양성 0.627*** 0.056 11.2 0 0.504 1.01 0.990

상 수 2.005*** 0.417 4.81 0 .

R² (Adjusted) 0.2835 (0.2655)

F 15.70

Prob > F 0.0000

* p<.1; ** p<.05; *** p<.01

1.2. 다양성과 팀 성과의 관계

다양성이 팀 성과에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

성의 하위변인인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여성비율, 인지적 다양성 등

4개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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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을 통

제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로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표4-8]와 같이 F 통계값이 유의수준 p=.000에서 14.83로 나

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

수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회귀식에 대한 R2값이 0.2721로 나타나 종속변

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27.2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다양성과 여성 비율, 인지적 다양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다양성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

로 확인 되었고(B=-0.926***, p<.01), 여성비율은 성과에 정(+)의 방향으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0.809***, p<.01) 인지적 다양성 역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0.568***, p<.01).

따라서, 구성원 성별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6은 채택되었으며, 구성원

연령 다양성이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5는 기

각되었다.



- 65 -

[표4-8] 다양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p<.1; ** p<.05; *** p<.01

1.3. 협업과 팀 성과의 관계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협업의 구성요소를 검증하기 위해 협업의 하위변인인 공감, 협업동기,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 자원공유 등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을 통제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로 기

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표4-9]와 같이 F 통계값이 유의수준 p=.000에서 18.37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구 분
회귀분석 결과 (다양성 → 팀 성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
오차

통
제
변
수

성별 -0.232*** 0.075 -3.090 0.002 -0.161 4.88 0.205

연령 -0.037 0.041 -0.890 0.374 -0.089 4.82 0.208

학력 0.062 0.044 1.400 0.162 0.073 2.20 0.455

직급 -0.003 0.049 -0.060 0.952 -0.004 1.46 0.685

근무기간 0.089* 0.047 1.880 0.062 0.186 1.34 0.745

독
립
변
수

연령다양성 0.055 0.203 0.270 0.785 0.013 1.34 0.747

성별다양성 -0.926*** 0.306 -3.030 0.003 -0.151 1.23 0.816

여성비율 0.809*** 0.215 3.760 0.000 0.205 1.07 0.931

인지적
다양성 0.568*** 0.057 10.020 0.000 0.455 1.01 0.990

상 수 1.651*** 0.422 3.910 0.000 .

R² 　0.2721 (0.2537)

F 14.83

Prob > F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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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과 관련하여 회귀식에 대한 R2값이 0.3184로 나타나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31.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0.540***,

p<.01), 하위 요인으로 협업동기(B=0.249***, p<.01),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B=0.151***, p<.01)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공감 나타내기6)와 자원공유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10]. 즉, 팀원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때, 팀 목표 달성시 팀원 전원이 해냈다는 인식이 높을 때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협업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으며, 협업의 하위요소 중 협업동기,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이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9]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p<.1; ** p<.05; *** p<.01

6) 직급을 불문하고 팀원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팀원간 의견을 경청하는 정도를 뜻한다.

구 분
회귀분석 결과(협업→ 팀 성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
오차

통

제

변

수

성별 -0.116* 0.066 -1.76 0.079 -0.081 1.12 0.898

연령 -0.028 0.040 -0.72 0.473 -0.069 4.83 0.207

학력 0.048 0.043 1.11 0.268 0.056 1.36 0.746

직급 0.004 0.047 0.09 0.925 0.006 2.13 0.468

근무기간 0.059 0.046 1.3 0.196 0.124 4.82 0.208

협 업 0.540*** 0.044 12.23 0 0.538 1.02 0.980

상 수 1.601*** 0.300 5.34 0 .

R² 　0.3184 (0.3070)

F 28.02

Prob > F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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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협업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협업의 하위요소)

구 분
회귀분석 결과 공선성통계

B SE t p β VIF
허용
오차

통

제

변

수

성별 -0.123* 0.066 -1.88 0.060 -0.09 1.12 0.894

연령 -0.028 0.039 -0.70 0.484 -0.07 4.87 0.205

학력 0.060 0.043 1.39 0.165 0.07 1.35 0.738

직급 0.001 0.047 0.01 0.991 0.00 2.17 0.461

근무기간 0.053 0.046 1.16 0.245 0.11 4.86 0.206
독
립
변
수
|
협
업

공 감 0.082 0.063 1.30 0.195 0.09 2.46 0.407

협업동기 0.249*** 0.062 4.01 0.000 0.28 2.56 0.391

성과에 대한
포용적 관점 0.151*** 0.044 3.46 0.001 0.21 1.93 0.518

자원공유 0.054 0.052 1.04 0.300 0.06 2.03 0.492

상 수 1.616*** 0.299 5.40 0.000 .

R² 　0.3336 (0.3168)

F 19.85

Prob > F 0.0000

* p<.1; ** p<.05; *** p<.01

1.4.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

정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검정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적게 나오

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효과로 보며, 3단계의 회

귀식이 유의하지만 2단계보다 영향력이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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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중 앞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인지적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였

으며, 협업을 매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유의수준 p=.000에서 18.37로 나타나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회귀식에 대한 R2 값이 0.3880로 나타나 종속변인이 독립변인

에 의해 38.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한 결과 인지적 다양성(B=0.504***, p<.01)이 협업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다양성(B=-0.109*,

p<.05)은 협업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연령 다양성(B=-0.086*, p<.1)도 협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업은 연령 다양성과 조직성과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1과 협업은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1단계의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영향관계가 확인된 인지적 다양성

(B=0.504*** p<.01)이 2단계에서 팀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

향(B=0.455*** p<.01)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도 종속변수

인 성과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방향의 영향(B=0.25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다양성의 성과에 대한 영향

력이 2단계보다 3단계가 낮아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확인되었

다. 따라서 인지적 다양성과 팀 성과와의 관계에서 협업이 매개할 것이

라는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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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1] 다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

* p<.1; ** p<.05; *** p<.01

2. 다양성과협업이조직, 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 : 위계적 선형모형

2.1. 비조건부 평균모형 (unconditional means model)

개인수준의 직무몰입 수준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층모형 중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사용한다. HLM

분석의 첫 번째 과정은 기초모형인 비조건부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으로 영모형(null model), 절편만 있는 모형(intercept-only

종속변수

투입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다양성→협업 다양성→ 성과 다양성,협업
→ 성과

β t β t β t

상 수 4.81*** 3.910*** 2.17*

통제
변수

성별 -0.075 -1.44 -0.161** -3.090 -0.136*** -2.73

연령 -0.031 -0.31 -0.089 -0.890 -0.076 -0.83

학력 0.046 0.88 0.073 1.400 0.055 1.14

직급 0.016 0.24 -0.004 -0.060 -0.011 -0.17

근무기간 0.139 1.42 0.186* 1.880 0.130 1.42

독립
변수

연령 다양성 -0.086* -1.85 0.013*** 0.270 0.047 1.09

성별 다양성 -0.109** -2.2 -0.151** -3.030 -0.107** -2.32

여성비율 0.088 1.62 0.205*** 3.760 0.17**** 3.28

인지적다양성 0.504*** 11.2 0.455*** 10.020 0.252*** 5.21
매개
변수

협업 0.402*** 8.21

R² 0.2869 0.3403 0.3880

Adjusted R² 0.2668 0.3218 0.3708

F 14.32 18.37 22.57

Prob > F 0.0000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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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혹은 무제약 모델(unconditional model)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설명변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 1수준과 2수준의 오차항만을

포함한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분산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 검증하는 분석이다.

비조건부 평균모형(기초모형)은 개인수준 모형과 조직수준 모형에 독

립변인을 투입하지 않는 모형으로, 자료 분석의 기초 정보와 본 연구가

위계적 선형모형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다. 비조건부 평균모형에서 나

타나는 두 오차항의 합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에 해당되며 총 분산을 구

성하는 두 오차항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기초모형은 무선효과

(random effect)를 갖는 분산의 구성요소가 1수준과 2수준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를 산출할 수 있

으며 다층모형 분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팀에 속한 직원들은 공통된 조직효과(shared effects)에 영향을 받으며,

조직효과에 따른 개인의 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상수항과 오차항으로 가정

한 비조건부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 model)을 분석하였다.

      
[표4-12] 비조건부 평균모형 분석

*p<.1 **p<.05 ***p<.01

고정효과 Coef. S.E.

절편 3.37172*** .0437225

무선효과 Estimate S.E.

집단간 분산(Level2) 0.053 0.032

집단내 분산(Level1) 0.524 0.046

LR test vs. linear model: chibar2(01) = 3.46**
Prob >= chibar2 = 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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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건부 평균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 조직몰입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조직몰입에 대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분산은 0.053, 집단내(개인

수준) 분산은 0.524로 집단간 이질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chibar2=3.46, p<.05). 위 결과를 통해 조직수준의 분산비율은 해당모형

이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내 상관계수(ICC: Itraclass Correlation)는 다층모형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집단내 상관계수(ICC)는 종속변수의 전체 분

산에서 조직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모형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ICC =집단간분산  집단내 개인간 분산
집단간분산

 =       

위 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ICC 값

은 0.0918로 직원의 조직, 직무몰입을 결정하는데 9.18%가 조직수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직, 직무몰입을 설명하

는 개인과 조직수준에서의 분산의 양을 파악한 결과 조직수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비율이 약 9.18%로 집단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ICC 값은 0.05∼0.25 수준으로 나

타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희연, 노승철, 2013) 본 연구

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2.2. 개인수준 변수 투입 :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잔차의 변량이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후

영가설이 기각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1수준의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여전

히 그룹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무선절편모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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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절편모형이라고 부르며, 개인수준의 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있다.

앞서 비조건부 평균모형 분석 결과 개인 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은 팀

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 단계로 세부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무선절편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의 효과를 분석한다. 즉, 팀 마다 조직의 무선효과에

의해 조직, 직무몰입의 평균치가 다름을 고려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요인

이 직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것이다. 아래

모형 1은 성별, 연령 등 개인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2는 재량,

독립성, 전문성, 과업상호의존도 등 업무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

다.

▪모형1 : Level-1(개인특성 변인 투입)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기간     ∼   

▪모형2 : Level-1(개인특성, 직무특성 변인 투입)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위 식에서 j팀의 절편인 는 개인수준 독립변인의 절편으로, j 팀 직원

이 느끼는 조직, 직무몰입를 의미한다. 회귀계수는 개인수준 변인들이 종

속변수에 미치는 독립 효과를 의미한다. 모형 1과 2는 무선절편모형

(random-intercept model)으로 개인수준 변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13]과 같다. 모형2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개인 특성에서 남성일수록(B=-0.192***, p<.01), 근무기간이 길수록

(B=0.159***, p<.01) 조직, 직무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특성 차원에서는 업무 독립성이 높을수록(B=0.069**, p<.05), 전문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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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B=0.231***, p<.01), 과업상호의존도(B=0.316***, p<.01)가 높을수록

조직, 직무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수준 변수의 투입 후 조직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은 팀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ICC=0.087), 우도비검정

(Likelihood-ratio test)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prob>chi2=0.0330**,

p< .05)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이 개인 요인 뿐 아니라 소속된 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결과 무선절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선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수준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13]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개인수준의 영향력 분석결과

구 분 모형1(무선절편모형) 모형2(무선절편모형)

Fixed-effects Coef. Std. Err Coef Std.Err

상 수 3.256*** 0.302 0.740* 0.381

개인

특성
(Level1)

성 별 -0.249** 0.081 -0.192*** 0.072

연 령 -0.033 0.049 -0.083* 0.044

학 력 0.074 0.052 0.071 0.046

직 급 0.053** 0.058 0.028 0.052

근무기간 0.120*** 0.056 0.159*** 0.050

직무
특성
(Level1)

재 량 0.060 0.042

독립성 0.069** 0.032

전문성 0.231*** 0.040

과업상호의존도 0.316*** 0.055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Estimate S.E

분산
집단간 0.054 0.032 .1920471 0.060

집단내 0.503 0.045 .6238186 0.027

LR test vs. linear model: chibar2(01) = 3.70 chibar2(01) = 3.38

Prob >= chibar2 .0273** .0330**

ICC 0.097 0.087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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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조직수준의 무선효과

앞서 조직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은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통제하더

라도 조직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

계는 조직수준 변수를 투입하여 개인수준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조직수준

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연구 가설인 조직수준의 다양성과 협업 수준이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차이를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수준 변인인 다양성, 협업수준을 모형에 투입하여 조직수준의 다양

성과 협업이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한다.

조직수준의 변수로는 팀 규모, 조직유형(본부, 지사), 다양성(성별, 연

령, 여성비율, 인지적 다양성) 등 조직형태, 구성 차원의 변수를 투입하

여 조직몰입을 측정하였고(모형3), 다음 단계로 조직 프로세스 차원인 협

업 변수를 투입하여 조직몰입을 측정하였다(모형4). 협업과 인지적 다양

성은 개인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이 산출되

어 개인수준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서로 상이한 설문조사 값을 팀별로

평균하여 조직수준의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모형 3 : Level-1, Level-2(팀형태 변인 투입)

<개인수준>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조직수준>

  팀규모   본부지사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 
여성비율  인지적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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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 : Level-1, Level-2(팀형태, 팀 프로세스 변인 투입)
<개인수준>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조직수준>   팀규모   본부지사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

여성비율 인지적다양성 협업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조직수준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모형 3과 모형 4는 모형 1과 2에 조직 수준인 팀 형태, 팀

프로세스 변인을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3은 팀 규모, 본부/지사, 다양성

(연령, 성별, 여성, 인지적 다양성) 변수를 투입하여 조직,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고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직급, 팀의 형태(규모, 본부/지사)는 조직,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인 특성인 성별(B=-0.191**, p<.05), 근무기간

(B=0.155***, p<.01), 연령(B=-0.079*, p<.1)과, 직무특성인 독립성(B=0.057***,

p<.01), 전문성(B=0.220***, p<.01), 재량(B=0.046*, p<.1), 그리고 팀 형태

특성인 인지적 다양성(B=0.320***, p<.01)이 조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나타냈다. 즉, 남자일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업

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량수준이 높고, 구성원간 인지적 다양성이 높을

수록 조직, 직무몰입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팀 구성 차원에서

인지적 다양성이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등 가시적인 다양성은 조직, 직

무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4는 모형3

에 프로세스 차원의 협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팀 협업수준은 조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B=0.216**, p<.05)을 확인하였다. 조직수준 변수

의 투입 후 우도비검정(Likelihood-ratio test)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

(prob>chi2=0.0756**, p<.05)되어 조직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이 개인 요

인 뿐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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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에서는 프로세스 차원인 협업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조직,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살펴보면, 모형 3에서 유효

했던 직무특성 변수인 재량, 독립성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전문

성(B=0.212***, p<.01)과 과업상호의존도(B=0.241***, p<.01)는 유의한 변

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단계에서 조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인지적 다양성 역시 4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

데, 인지적 다양성이 협업으로 수렴된 매개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조직수준의 다양성과 협업이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4-14] 조직, 조직몰입에 대한 조직수준의 영향력 분석결과

구 분 모형3 모형4
Fixed-effects Coef. Std. Err Coef Std.Err

상 수 -0.372*** 0.582 -0.618 0.586

개인특성
(Level1)

성 별 -0.191** 0.080 -0.181** 0.079
연 령 -0.079* 0.045 -0.078 0.044
학 력 0.074 0.047 0.068 0.047
직 급 0.034 0.056 0.035 0.055
근무기간 0.155*** 0.051 0.149*** 0.051

직무특성
(Level1)

재 량 0.046* 0.043 0.052 0.043
독립성 0.057*** 0.033 0.054 0.033
전문성 0.220*** 0.041 0.212*** 0.041

과업상호의존도 0.268 0.058 0.241*** 0.059

팀형태
(Level2)

팀 규모 -0.005 0.006 -0.003 0.006
본부, 지사 -0.009 0.052 -0.013 0.051
연령다양성 0.214 0.241 0.283 0.240
성별다양성 -0.291 0.354 -0.116 0.358
여성비율 0.206 0.257 0.135 0.256
인지적다양성 0.320*** 0.105 0.165 0.122

프로세스
(Level2) 협업 0.216** 0.088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Estimate S.E

분산
집단간 0.032 0.024 0.030 0.023
집단내 0.399 0.036 0.394 0.035

LR test vs. linear model 2.28 2.06
Prob >= chibar2 0.0656** 0.0756**

ICC 0.074 0.071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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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 : 무선계수모형

기초모형에서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의 팀별 차이를 확인하였고 무

선절편모형에서 조직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개인 효과가 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무선계수모형은 집단별로 기

울기가 무선효과를 가지는 경우 사용되며, 집단별로 절편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집단별

로 추정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오차항도 세 개로 구성된다.

개인수준의 변인과 조직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여 검증한 결과, 개인의

업무특성 차원에서는 전문성과 과업상호의존도가, 조직차원에서는 협업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서 확인

하였다. 상위수준에서 집단 간 분산을 설명하는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적합한 것으로 검정된 경우 다음 단계로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random slope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변

인들을 기울기에 투입하여 투입한 설명변수의 계수가 유의한가를 검정하

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설명변수에 대한 기울기의 무선효과를 각

변수별로 검정한다.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추정하면 연산이 과대하게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차례로 투입한다.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하나씩

기울기에 투입한 결과 직무특성 변수 중 재량과 전문성이 무선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특성으로 재량과 전문성과 높을수록 조직, 직

무몰입이 높아지나 이러한 효과는 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모형 5 : 개인수준 변인(재량)의 무선효과

<개인수준>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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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수준>

               

▪모형 6 : 개인수준 변인(전문성)의 무선효과

<개인수준>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조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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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무선계수모형 분석결과

구 분 모형 5
(재량의 무선효과)

모형6
(전문성의 무선효과)

Fixed-effects Coef. Std. Err Coef Std.Err
상 수 -0.680 0.540 -0.479 0.551

개인특성

(Level1)

성 별 -0.128* 0.074 -0.165** 0.075
연 령 -0.059 0.041 -0.065 0.043
학 력 0.077* 0.042 0.058 0.044
직 급 0.029 0.052 0.034 0.053
근무기간 0.144*** 0.047 0.143*** 0.049

직무특성
(Level1)

재 량 0.036 0.057 0.050 0.042
독립성 0.062** 0.031 0.066** 0.032
전문성 0.188*** 0.038 0.202*** 0.047

과업상호의존도 0.252*** 0.056 0.238*** 0.058

팀형태,
(Level2)

팀 규모 -0.004 0.005 -0.002 0.006
본부, 지사 -0.035 0.046 -0.027 0.047
연령다양성 0.356* 0.213 0.222 0.224
성별다양성 -0.047 0.309 -0.161 0.331
여성비율 0.036 0.225 0.103 0.233
인지적다양성 0.163 0.110 0.160 0.113

프로세스
(Level2) 협업 0.212*** 0.081 0.217*** 0.080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Estimate S.E

집단간
분산

분산(재량/전문) 0.128 0.048 0.069 0.028
분산(상수항) 1.990 0.740 0.830 0.348
공분산(재량/
전문, 상수항) -0.503 0.188 -0.238 0.0990

집단내 분산 0.312 0.031 0.338 0.033
LR test vs. linear model: 20.16 11.91
Prob >= chibar2 0.0002*** 0.0077**

* p<.1, ** p<.05; *** p<.01

계수의 무선효과가 포함된 모형이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해 무선효과를 투입하기 전 앞에서 추정했던 무선절편모델과 비교

하였다. 우도비 검정(Likelihood-test)을 실시한 결과 재량, 전문성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재량: Prob>chi2 = 0.0002***, 전문성 : Prob>chi2

=0.0077***) 무선계수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수

준의 특성과 조직, 직무몰입의 관련성은 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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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업무 특성(전문성, 독립성)과 협업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위계적 선형모형의 마지막 단계로 수준간 설명변인들의 상호작용을 검

증하는 모형을 설정한다. 이 단계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특성 요인과 조

직, 직무몰입의 관련성은 팀별 조직효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팀 특성 변수를

투입하여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모형 7, 8 : 업무 특성(재량, 전문성)과 조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개인수준>

  성별   연령 학력직급근무기간
재량독립성전문성과업상호의존도

<조직수준>

   팀규모   본부지사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여성비율 인지적다양성 협업          팀규모   본부지사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여성비율 인지적다양성 협업  모형     팀규모   본부지사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여성비율 인지적다양성 협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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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은 절편과 기울기에 조직 특성이 포함된 모형이다. 즉, 개인수준

모형에서 절편과 기울기에 조직요인의 무선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상호

작용효과는 개인수준 변인들의 기울기에 조직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위계적 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분석의 가설은 개인수준의 영향이

조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만약 개인수준(재

량, 전문성)의 효과가 조직(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면 이는 조직수준

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효과가 조직간 차이를 가져오는

조직수준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수준 변인의 기

울기는 조직수준 변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직수준의 어떤 변인

에 따라 개인수준 변인의 기울기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상호작

용효과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7은 개인 직무특성인 재량과 조직수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고 모형 8은 개인 직무특성인 전문성과 조직수준의 변인의 상호

작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4-16]과 같다. 재량과 조직수준 변

인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다양성과 협업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수준 변인의 상호

작용을 검증한 결과 다양성과 협업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수준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개인

요인과 조직요인(다양성, 협업)이 상호작용하여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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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 조직, 직무몰입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

구 분 모형7
(재량과 level2변수와의 상호작용)

모형 8
(전문성과 level2변수와의 상호작용)

Coef Std. Err Std.Err Std.Err Coef.
상 수 -4.399 2.751 -1.885 2.208

개인특성

(Level1)

성 별 -0.129 0.074 -0.167*** 0.076
연 령 -0.065 0.041 -0.064 0.043
학 력 0.077 0.042 0.050 0.045
직 급 0.035 0.052 0.029 0.053
근무기간 0.152 0.047 0.143*** 0.049

직무특성
(Level1)

재 량 0.897 0.691 0.054 0.043
독립성 0.064 0.031 0.063* 0.032
전문성 0.189 0.039 0.554 0.592

과업상호의존도 0.252 0.057 0.254*** 0.059

팀형태,
(Level2)

팀 규모 0.030 0.052 0.019 0.029
본부, 지사 0.368 0.245 0.080 0.211
연령다양성 -0.270 1.412 -0.823 1.026
성별다양성 -0.431 2.538 2.461 1.679
여성비율 0.571 1.470 0.228 0.886
인지적다양성 0.724 0.707 -0.205* 0.516

프로세스
(Level2) 협업 0.428 0.477 0.713 0.394

상호효과

전문성×팀규모 -0.008 0.013
전문성×i.본부,지사 　 　
- 부설기관 -0.106 0.074
- 지사 -0.209* 0.123
전문성×연령다양성 0.159 0.357
전문성×성별다양성 0.092 0.639
전문성×여성 비율 -0.137 0.365
전문성×인지적다양성 -0.143 0.176
전문성×협업 -0.058 0.117

상호효과

재량×팀규모 -0.005 0.007
재량×i.본부,지사 　 　
- 부설기관 -0.022 0.072
- 지사 -0.058 0.113
재량×연령다양성 0.280 0.275
재량×성별다양성 -0.684 0.438
재량×여성비율 -0.033 0.244
재량×인지적다양성 0.093 0.142
재량×협업 -0.134 0.107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Estimate S.E

집단간
분산

분산(재량/전문) 0.109 0.046 0.056 0.027
분산(상수항) 1.696 0.709 0.659 0.331
공분산(재량/
전문, 상수항) -0.428 0.181 -0.191 0.095

집단내 분산 0.312 0.032 0.341 0.033
LR test vs. linear model chi2(3) = 13.05 chi2(3) = 7.82
Prob >= chibar2 0.0045 0.0499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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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4-17]과 같다.

[표4-17] 가설 검정 결과

구
분

가 설 결과

1
구성원의 다양성은 공공기관 팀 협업과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구성원의 연령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협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5 구성원의 연령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6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협업은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협업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3-1 협업은 성별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3-2 협업은 연령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3-3 협업은 인지적 다양성과 팀 성과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4
개인 수준의 조직, 직무몰입 수준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채택

5
조직수준의다양성과협업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
것이다.

5-1
조직수준의 성별 다양성은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2
조직수준의 연령 다양성은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3
조직수준의인지적다양성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
것이다.

채택

5-4 조직수준의협업은개인수준의조직,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6 개인수준의특성과조직, 직무몰입의관련성은팀별로차이가있을것이다. 채택

7
팀에따라유의미하게차이가나는개인요인과조직요인(다양성, 협업)이상호작용
하여구성원의조직, 직무몰입에영향을미칠것이다.

기각



- 84 -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집단지

성의 주요 특성인 다양성과 협업이 팀 성과와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적 실증연구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협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

며, 조직효과가 구성원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개발

되고 활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와 설문조사 문항으로 활용하였으며 한국산

업인력공단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표본은

367개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결과 및 팀별 실증분석 자료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 있어 팀의 인지적 다양성과 협업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양성이 협업

에 미치는 영향관계 검증을 위하여 다양성의 하위변인인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여성의 비율, 인지적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구성원들이 인

지하는 팀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인지적 다양성이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을 단순한 성별과 연

령의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비가시적 차이가 많을수록, 조직 내에서

많은 그룹이 대표되고 있을수록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업 역시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타 직원에 대한 배려와 친밀한 관계가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높은 경우 팀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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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에서 협업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인

지적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협업을 매

개변수로 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인지

적 다양성이 협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2단계에서는 인지적

다양성이 종속변수인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성, 협업의 영향력은 3단계에서 2단계보다 낮아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확인됨에 따라 부분매개 효과를 증명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양한 배경과 지식은 상호성과 상호보완성의 원리에 따라 협

업을 촉진하게 되고, 다양성이 바탕이 된 협업은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결과 개인 수준의 조직, 직무몰입 수

준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수준 변인을 투입한 결과

팀 내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은 독립성, 재량권, 전문성이 높을수록 높아

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직수준의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구성원

의 인지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팀의 협업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수준의 조

직, 직무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조직차원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

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효과로

인해 개인수준의 특성과 조직, 직무몰입의 관련성은 팀별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팀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갖는 다수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팀 내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지만 개인적 요인 이외의 조직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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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첫째, 집단지성의 주요 속성인 다양성과 협

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집단지성은 이

제 막연한 개념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적

용되고 있으나 집단지성의 시각에서 연구한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주요 속성을 중심

으로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은 팀 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 주장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 보완적 기능과 상호성의 특징을 지닌 다양성은 기술변화와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질성과 단결을 중시하는 공공부문 조직관리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직구성의 다양성은 2000년대 이후부터 공공기

관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운영 방법

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셋째, 다양성과 팀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하는 변수를 밝힘으로써

다양성이 어떤 프로세스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증명하였다. 선

행연구들은 다양성이 창의성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리더십의 조절효과, 팀

의 문화 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는 다양성이 협업

을 증가시키며 협업을 통해 팀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 즉,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개인이 상호성과 상호보완성의 원리

에 따라 협업을 하게 되고, 다양성이 바탕이 된 협업은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집단지성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에서의 교육방법론,

경영학의 지식경영, 제품개발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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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다. 이는 집단지성의 구성요소

가 복잡하고, 집단지성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주요 속성인 다양성과 협업

을 기존 행정학에서 연구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팀 성과와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연계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집단지성의 조직효과에 대해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개인수준의 조직, 직무몰입은 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조

직 수준인 인지적 다양성과 협업이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지성을 통해 높아진 집단 능

력이 개인의 조직, 직무몰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의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속한 기술변화와 공공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고객의 다변화 등에 따라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 지식을 가진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

영한다면 팀 성과와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다양성과 협업이 팀 성과와 구성원의 조직,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집단지성의 시각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88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분석결과를 통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

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특성과 조직, 직무몰입의 관련성은 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개

인적 특성과 집단지성의 요소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검증하

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추출방법과 표본이 가지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 필요한 표본은 보통 400개 이상이나, 본 연구에

서는 조사대상이 한 개 기관에 한정된 관계로 표본수가 다소 부족했다.

향후 공공기관의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충분

한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한 개 기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

기관 유형과 업무성격이 다른 타 공공기관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공공기관의 유형과 사업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어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를 유추하는데 다소 제한적이다. 다양성과 협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호작용으로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반

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종단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이 주로 설문지에 의존

하고 있어 동일방법 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는 팀별

조직성과, 지식활동 실적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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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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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2018년 소속한 팀의 협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우리팀 직원들은 여러 가지 관점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
하여 팀원간 의견을 경청한다.

2 우리팀은 상, 하위 직급을 불문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3 우리팀은 직급, 서열순으로 의견이 수용된다.

4 우리팀 직원들은 영향력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를 위
한 욕구, 성취 욕구가 있다.

5 우리팀 직원들은 서로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실행 계획(전략)을 조정한다.

6 팀 목표 달성시 팀원 전원(우리)이 해냈다고 생각한다.

7 우리팀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타 직원들과 솔선
수범하여 공유한다.

8 우리팀 직원들은 새로운 관점을 찾기 위한 갈등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9 우리팀 직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윈-윈 솔루션을 찾
는다.

10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11 우리팀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동료직원 직원의 경험과
지식을 따른다.

12 우리팀 직원들은 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한다.

※ 다음은 귀하가 2018년 소속한 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한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우리팀 직원의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팀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팀 직원 개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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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2018년 속한 팀의 직무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우리팀의 업무성과는 다른 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팀의 업무처리는 다른팀보다 정확하고 철
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팀에서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은
다른 팀보다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팀은 다른 팀보다 업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팀의 사기는 다른 팀보다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2018년 귀하가 느낀 조직몰입, 직무 몰입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정서
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
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애착을 가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무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으며, 관
심사의 대부분은 직무로부터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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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2018년 속한 팀의 업무 상호 의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동료(팀원)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원들
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료들
의 조언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동료들은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업무(노력)를 분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2018년에 수행한 직무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업무 수행을 위해 내 자신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자신
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업무는 부서내에서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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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30세 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
  ① 2급이상      ② 3급       ③ 4급      ④ 5급     ⑤ 6급  ⑥ 기타

5. 2018년 귀하의 근무지는?
  ① 본부 (팀 명 기재 :     ② 지사 (소속, 팀명 기재 :    지사      팀)

6. 2018년 귀하의 개인 직무분야는?
  ① 재무, 회계                  ② 기획, 서무
  ③ 일반사무                   ④ 직업능력개발
  ⑤ 자격시험관리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⑦ 기능장려                   ⑧ 해외취업
  ⑨ 국제협력                   ⑩ 자격시험 출제  
  ⑪ IT                         ⑫ 기타 

7. 귀하의 근속년수는(2018년 12월 31일 기준)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30년  ⑦ 30년 초과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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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llective Intelligence
on Team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 Focusing on diversity and collaboration -

Kim, Jong So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direction of

public sector by verifying how diversity and collaboration,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ffect the team

performance, and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6 months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hereinafter HRDKorea), a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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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and 367

respondents from 135 teams were collected. In addition,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such as gender and age of employees of each

team.

This study adopts empirical research method. Diversity was used to

analyze social categorical diversity and cognitive diversity represen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collaborations,

questionnaires were made based on the collaborative competency

developed by Getha-Taylor(2008). Team performance were measured

by the results of surveys.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eam performance, diversity level

and collaboration on team performance,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and job involvement. STATA 14.0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were

analyzed,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diversity and collaboration of the tea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team performance. Second, collabor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performance. Finally,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in the individual level varied according to the team. Data

analysis shows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increased as the team's cognitive diversity and degree of

collabora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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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a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not verify how collaboration interac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members of organization.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various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Second,

the sampling method and the sample are limited to one institution

and the number of responses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work characteristics. Finally, because this

study relies on cross-sectional studies, it is somewhat limited to infer

causality between variables. Diversity and collaboration can work

more effectively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ffects of

diversity and collaboration on performance through longitudinal

research.

keywords : collective intelligence, diversity, collaboration, team

performance, organizational & job commitment, hierarchic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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