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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여년간 실무에서의 팀제의 유행과 더불어 팀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무척 많 

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팀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그 분야가 섬리학， 사회학， 정치 

학， 경영학， 경제학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더러， 그 내용의 체계적 정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팀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종합모댈 내 개별 변수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팀유효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명제 

를 통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제시를 시도한다-

1 . 서문 

팀제 조직의 도입은 지난 수년간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유행처럼 진행되어 

왔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라는 기존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소위 ‘일본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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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작업시스템’과 종업원 참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상의 이슈들을 실제로 시행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팀단위 생산 및 작업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Wageman & 
Baker , 1997) , 그에 따라 팀제와 관련된 여러 인사관리제도(예. 집단평가 및 집단보 

상)들 또한 서둘러 도입하였다 이미 10여년 전의 현상이지만， Lawler와 그 동료들 

(1995)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Fortune 1000 기업 중 68%가 자율적 작업팀 (self→ 

managing team)제도를 도입하였으며， Gordon (1992)의 연구에 따르면， 100명 이상 

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 중 82%가 조직 내에서 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 

국의 생산직 근로자 56 ， 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는， 그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바로 .팀·단위 작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라고 하였다(Capelli & Rogovsky , 

1994) , 

이러한 업계의 유행에 따라， 팀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룬 책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자율적 팀의 설계방안(Wellins ， Byham, & Wilson , 1991; Orsburn , 

Moran , Musselwhite , & Zenger , 1990) , 병 렬 학습팀 (parallel learning teams) 

(Bushe & Shani. 1991) , cross-functional project team(Parker , 1994) , 경영팀 

(McIntyre , 1998; Nadler & Ancona , 1992) , 그리고 팀단위 조직유형 (Mohrman ， 

Cohen , & Mohrman , 1995) 등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집단의 성과향상을 위 

한 여러 요소들(예， 직무특성， 직무설계， 집단특성， 조직적 지원요소 등)을 다룬 연구 

들이 매년 그 수를 헤아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출간되고 있다(Cohen & Bailey , 

1997) . 

학문적 측면에서의 팀과 관련된 연구는 그 이론적 배경이 실로 다양해서， 심리학， 사회 

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 연구자가 팀 

과 관련된 전체 현상에 대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Beyerlein ， 1994 , p. ix) 그럼에도 불구하고 McGrath (l 984)의 기본 

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팀성과의 결정요인들을 종합하는 모형을 도 

출하였다(예， Gladstein , 1984; Goodman , 1986; Shea & Guzzo , 1987; Hackman , 

1987; Cohen , Ledford , & Spreitzer , 1996). 이러한 종합모형을 다룬 연구들은， 

집단의 i과업과정’을 투입-과정 산출(input-process-output)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 

으며， 특히， 팀의 성과(output)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입 (input)과 과정 (process) 요소 

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를 밝혀내는 데에， 그리고 기존에 밝혀진 요소들을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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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Gladstein (1 984) 이 제시한 집단유효성에 

관한 종합모형이다 

〈그림 1> Gladstein(1984)의 집단유효성 종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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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합모형을 다룬 연구들은 몇 가지의 이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Goodman 

과 Schminke (1 987)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었다 

첫째， 이러한 종합모형들은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흐름도(f1ow chart) ’ 

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이 실제로 종속변수(즉， 팀유 

효성)에 어떠한 과정 (mechanism)을 거치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얄 수가 없 

다 둘째， 모든 모형들은 하나의 모형에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과업특성， 혹은 조직특성에 대하여 다룬 변수들에 비해， 인적 특성 

을 다룬 변수들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조직적 지원 혹은 과업기술(task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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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향변수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관계에 놓여 있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과엽 (group task)의 변수들은 Gladstein (1984) 

에 의해서는 집단과정 (group process)과 집단유효성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Hackman과 Oldham( 1980)에 의해서는 집단과엽 그 자체가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즉， 집단유효성에 대한 독립변수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과 모형들을 좀더 완전한 시각에서 검토하;묘자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모형들이 다루고 있는 개별 변수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 

면서 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어떠한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또한 기 

존의 연구들이 지니는 이론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활동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 

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팀의 유효성 (effectiveness)에 대한 기존의 연구내용을 제시 

한 후에. 팀유효성 결정요인(determinants of team effectiveness)중 가장 대표적이 

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11. 팀과 팀유효성의 의미 

1. 팀에 대한 정의 및 유형 

팀， 혹은 자율적 작업팀 (self-managing team)은，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있는 개인들의 집단(Curnrnings & 

Griggs. 1977: Goodman. Devadas. & Hughson. 1988)’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자 

율적 작엽팀1)의 중요한 특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CD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Goodman et al.. 1988). CZ.l 서로의 직무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제품 혹은 설비의 생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Cummings & Griggs. 

1)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작업집단. ‘집단’， 그리고 ‘팀’의 용어를 개념상 차이 없이 혼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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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과업할당， 과업수행 방식 혹은 일정계획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팀구성원 

들의 자율재량권(Hackrnan. 1987; Goodrnan et al .. 1988) 특히， 팀의 성격을 규 

정짓는 언급들 중에서 가장 빈번히 눈에 띄는 개념은 바로 업무상 혹은 개인들 간의 상 

호의존성 (task-. or interpersonal-interdependence) (Lang[red. 2000a. 2000b; 

Wagernan. 1995) 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의존 

성이 개인들 간의 잦은 접촉과 업무상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의 자율적 규제 

(self-regulating) 활동을 증가시키며 (Curnrnings & Griggs. 1977). 이것이 일반적 

인 집단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free-ri di ng)효과와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효과를 줄이는 동기부여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예. Kandel & Lazear. 1992; 

Lazear. 1995; Shepperd. 1993) 관점에서 팀이 가진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팀의 

과업유형 (task design). 혹은 과업상의 다른 특성들 또한 팀의 구성원들에게 과업에 대 

한 동기부여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론(예 Hackrnan. 1987; Hackrnan & Oldharn. 

1980)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팀의 유형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조직적 변수들(예. 평가 

및 보상제도， 선발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고 있거나(예. Cohen & Bailey. 

1997; Katzenbach & Srnith. 1993; Mohrrnan et al .. 1995; Sundstrorn. Derneuse. 

& Futrell .. 1990; Tesluk. Mathieu. Zaccaro. & Marks. 1997). 팀 자체의 개 

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 Banker. Field. Schroeder. & Sinha. 

1996; Hackrnan. 1987; Rodgers. Metlay. Kaplan. & Shapiro. 1995) 전자는 

팀의 유형분류에 있어 팀이 수행하는 과업의 특성 (work characteristics)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데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팀 자체의 특성 (group characteristic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은 팀의 유형을 분류한 대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팀의 과업특성에 따른 팀 유형분류는 주로 과업의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 

과 팀의 존속기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팀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른 팀 유형분류는 

주로 팀의 자율관리 (self rnanagernent). 혹은 팀의 자율성 (tearn autonorny)에 따르 

고 있다 이는 특정한 팀개발과정을 통해 팀을 좀더 자율적인 팀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분류기준은 상호 배타척인 것이 아니 

며， 단지 서로 다른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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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팀의 유형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연구자 분류기준 팀유형 

Manager-led work teams 
Hackman ( 1987) Self management Self-managing work teams 

Self-designing work teams 

Base self-management team 
Rodgers et al. (995) Self management Intermediate self-management team 

Advanced self management 

Traditional work groups 
Quality circles 

Banker et a l. (1 996) Team autonomy 
High performance work teams 
Semi-autonomous work groups 
Self-managing teams 
Self-designing teams 

Work teams 

Cohen & Bailey(l 997) 
Group task Parallel teams 

Work duration Proj ect teams 
Management teams 

Advice and involvement teams 

Sundstrom et al. (990) Group task 
Production and service teams 
Project and development teams 
Action and negotiation teams 

〈그림 2> 걸함된 팀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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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유효성 

팀의 유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구지들은 일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연구자틀은 팀의 유효성에서의 구체적인 차이를 측정하고， 인과적 관계륜 명확히 하 

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다양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 

로 팀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팀의 구체적인 성과(예， 생산량， 품질， 안 

전도， 고객만족도)를 팀의 유효성 기준으로 삼은 연구도 있고(예， Hackman & Oldham , 

1980: Kirkman & Shapiro , 1997) , 텀구성원의 만족도(예， Campion , Medsker ‘ 

& Higgs , 1993: Cordery , Mueller , & Smith , 1991) , 이직의도(예， Wall , Kemp , 

Jackson , & Clegg , 1986) 등을 (그 기준으로)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 실제로 구체 

적인 팀성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지적， 행동적 요소들도 유효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 

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팀유효성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ohen , 1994) , <표 2>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유효성 평가기준(effectiveness 

criteria)의 일부 예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팀유효성의 용어 및 개념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Goodman et al .. 1987) 

첫째， 아직까지 팀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 

들이 제시하였던 팀유효성의 여러 가지 측면 (dimension)들은 그 자체가 팀유효성과 같 

은 의미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팀성과는 팀유효성의 한 측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팀 

성과가 변할 때， 팀유효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대부 

분의 연구는 ‘잠정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Kahn ， 

1977) 

둘째， 팀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요소들을 측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Goodman ， 1986) , 팀의 과업환경， 조직환경 등에 

따라 요소의 내용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중요도는 판단하는 주체(예를 들어， 

종업원 혹은 관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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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문헌에서의 팀유효성 평가기준 

연구자 유효성 평가기준 

Hackman & Oldham (1 980) 
집단성과(group performance) 
구성원 만족도， 집단의 장기간 존속 여부 

고객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Middlemist & Hitt(98 1) 작업 속도 혹은 서비스(speed or service) 

불만도(complaints) . 능률성 (efficiency) . 기타(23개 기준) 

Tziner & Vardi (1 982) 실제 팀성과(performance) 

치료의 신속성 (promptness of care) 
Argote{ 1982) 간호서비스의 풍질 (quality of nursing care) 

의료서비스의 품질 (quality of medical care) 

Fry & Slocum{l 984)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집단성과(supervisor performance rating) 

Gladstein (1 984) 집단성과， 구성원 만족도 

Goodman{ 1986) 집단산출물(output) 

생산성 (productivity)/ 원가절감(cost savings) 
Wall. Kemp. Jackson. 구성원 만족도/ 몰입도(commitment) 

& Clegg{1986l 정신건강(mental health)/ 내재척 동기부여 
。l 직융(labor turnover) 

Cordery. Mueller 만족도/ 올입도/ 신뢰 ( trust) 
& Smith (1 991) 결근율(absenteeisml/ 이직율 

Guzzo. Jette. 
생산성，결근율 

& Katzell(1985)' 

Beekun ( 1989) ‘ 생산성，결큰율 

Macy. Bliese.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 
& Norton (1 991)' 태도(attitudes) . 기피행위 ( withdrawaD 

Campion. Medsker. 
직무만족 

& Higgs (1 993) 

Kirkman & Shapiro (1 997) 
생산성/ 풍질(quality)/ 안전 (safety) 

고객만족도 

Lepine. Hollenbeck. ]]gen. 
의사결정 정확도(decision-making accuracy) 

& Hedlund {l 997) 

Neuman. Wagner. 
업무정확도(accuracy) . 완성도(completeness) 

& Christiansen(l 999) 

Neuman & Wright{1999) 완성도，고객만족도 

, Meta-analysis(나머지는 Quasi-experime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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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 내의 어느 한 팀의 유효성이 다른 팀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 (서도) 검토해야 한다(Goodman et a1.. 1987) 예를 들어 . 집단일체감(group 

identity) 이 매우 높은 팀의 경우 이러한 팀은 내부 과업과정 (work process)에서 왼활한 

의사소통과 적은 갈등장황을 보여 팀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일체감이 지나 

치게 높은 팀의 경우， 집단 외의 구성원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조 

직 전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들(특히. 종합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팀유효성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마치는 요소들에 대해 단일한 이론 모델플 제시하고 있다 즉， 각각의 결정요인 

들이 동일한 과정으로 팀유효성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팀유효성에 대한 각각의 결정변수들은 팀유효성의 개별 측면에 따라 미치 

는 효과의 정도 빛 과정이 달라질 것이며 (Guzzo & Dickson. 1996).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적 모텔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팀의 유효성을 측 

정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예. Cohen. 1994: Cohen & Bailey. 1997: G!adstein. 1984: Hackman. 

1987). Cohen(1994)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유효성 변수들을 performance. 

attitudes. 그리고 withdrawa!로 다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Cohen과 Bai!ey(l997) 

는 performance effectiveness. member attitudes. 그리고 behaviora! outcomes의 

전자와 유사한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Hackman (1 987). 그리고 Sundstrom과 그 동 

료들(199이은 팀의 산출물(output) . 팀구성원에 대한 팀의 중요도(consequence) . 그리 

고 미래의 성과향상을 위한 팀능력의 개발정도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기술적 측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Cummings. 1978) 

사회 기술적 관정 (socio←technica! perspective)과 집단의 성과Õ"J:상뿐만 아니라 구성원 

의 삶의 칠도 호t상되어야 한다는 여러 주장들(예. Pasmore. Francis. Ha!deman. & 

Shani. 1982)을 감안하였을 때， 팀유효성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인적인 측면(즉， 태도 

혹은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무만족 혹은 몰입 

과 같은 태도변수들과 결근율과 같은 행동변수들이 업무성과와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다 

는 내용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 

Ostroff. 1992: Robbins. 1998: Scarpello & Campbel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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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문헌에서의 팀유효성 기준에 대한 분류 

연구자 성과(Output)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 

Hackman & Oldham 
집단성과 구성왼 만족도 

(1 980)' 

고객만족도 

Middlemist & Hitt (19811 
작업속도와서비스 

불만도(complaints) 

능률성 (efficiency) 

Tziner & Vardi (1982) 집단성과 

Argote( 1982) 
신속성 (promptness) 
품질(quality) 

Fry & Slocum (1 982) 집단성과 조직올입 

Gladstein( 1984) 집단성과 구성원 만족도 

Goodman (1 986) 집단성과 

구성원 만족도 

Wall et a l. (1 986) 생산성，원가절감 볼입도，정신건강 이 직 Oabor turnover) 
내재척 동기부여 

Corderey et a l. (1 991) 
만족도， 몰입도， 결근율(absenteeism) 

신뢰 이직 

Guzzo et a l.(1 985) 생산성 (productivity) 결근율 

Beekun (1 989) 생산성 결근율 

Macy et al ‘(1991 ) 재무성과 태도 기 피 행위 (withdrawal) 

Campion et al. (1 993) 구성원 만족도 

Kirkman & Shapiro 생산성，품질 

(1997) 안전，고객만족도 

Lepine et a l. (1 997) 의사결정 정확도 

BIshop & Scott(1997) 생산성 자발적 협조성 이직의도 

Neuman et a l. (1999) 
업무정확도 

완성도 

Neuman & Wright 완성도 

(1 999) 소비자 만족도 

• ‘집단의 생존’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세 가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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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팀유효성의 제 측면들을 텀 

성과(output) . 구성원 태도(attitude) . 그리고 구성원 행동(behavior)의 기준으로 나 

누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구성윈의 

행동 측면의 변수들을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팀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팀과정 (process)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업무 프 

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엽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 

왼의 부정적인 태도(예， 이직， 결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 

q(Cohen. 1994). 01 러한 $댐은 구성왼의 태도(attitude)와 관련된 변수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구성왼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성과간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Robbins. 1998) 이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이론상 · 실증상 충분히 입증되 

고 있다(Cohen. 1994) 따라서 향후 연구는 팀의 유효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측면틀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제 1 ‘ 팀유효성은 팀의 성과(output) . 구성원의 태도(attitude) . 그리고 행동(behavior) 

을모두고려하여야한다 

III. 팀유효성 결정요인 

팀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각각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에 

서의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Cohen & Bailey. 1997).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종합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자들은， 각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확실한 기반이 없는 한， 

변수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림 3)은 팀유효성에 대한 투입-과정-산출 관점의 종합모텔과， 각각의 요소들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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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팀유효성 결정요인과 이론적 배경 

쁘QJJl Process Output 

Group Desicn 

Task Characleristlcs 
Job Characterislics Theory 
Socio-Iechnical Theory 
εxpeclancy Theory 
Group dynamics 
(tnterdepender‘ce) 
Self-management Theory 

Group Composition 
Oiversi‘y & Conflict Theory 
Team-Aole 8alance Theory 

Group Structura 
Group Dynamics Group Process 
(Cohesiveness ‘ Norms etc ,) 

I Group Oynamics 1 Gr。빼ct빼.1 
Orcanizational Context 

l (Conflicl. communicationj 

。 rganizational Supportiveness 
M otivation Theory 
Expectancy Theory 
Group Qynamics 
(Inler연 ependence) 

Intra-group relationshlp 
Boundary Management 

1. 집단설겨I(Group Design) 

팀의 과업상， 그리고 구조상의 특정에 해당되는 변수들과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 

로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1) 과업 및 기술특성 (Task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팀의 유효성을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들은 팀의 과엽 (task) 및 기술(technology )특성 

이 가진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팀의 과업 ( task)상의 특징들은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 

른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일부 연구는 팀의 과업특성이 그 자체로 동기부여 기재가 

됨을 주장(예. Hackman & Oldham. 1976. 1980)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연구는 

팀의 과업특성이 팀유효성 모델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예， 

Gladstein. 1984: Kolodony & Kiggundu. 1980) 그러나 기술변수는 대부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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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팀수준의 팀유효성 결정변인과 배경이론 
구분 결정요인 배경이론 대표적 연구자 

Task variety 

Task identity 직무특성이론 
Hackman 

Task significance (Job characteristic 
& Oldham(980) 

과엽특성 
Autonomy theory) 

Feedback 
(Task 

characteristics) 
Collective responsibility 

Task allocation 사회-기술 이론 
Cummings (1 978) 

Learning experience (Socio-technical 
Pasmore ( 1988) 

Group autonomy theory) 

feedback 

Task difficulty 
기대이론 

Task uniqueness 
(Expectancy theory) 

Shepperd (993) 

Task consequence 

Task Interdependence 집단역학 
Wageman (1 995) 

(Outcome (Group dynamics) 
Wageman 

interdependence) (Interdependence) 
& Baker(997) 

Langfred (2000b) 

Individual autonomy 
자기관리 이론 Manz & Sims 

(Self management (1 987) 
Group autonomy 

theory) Langfred (2000a) 

Technology 
Organization theory Thompson( 1967) 

(Uncertainty) 

Group diversity 다양성-갈등 이론 Jehn0995 , 1997) 

집단구성 (social. informational. (Diversity-conflict Jehn , Northcraft , 

(Group value) theory) & Neale (1 997) 

composition) 팀역할균형 이론 Belbin 
Team role balancing 

(Team role balance) 0993 , 1997) 

Guzzo 
집단구조 Group cohesiveness , 집단역학 & Shea (1 992) 
(Group Group norms , (Cohesiveness , Lang[red (1998) 

structurel Group size Norms , Size) Zaccaro et 

a l. (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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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조절변수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조직이론의 연구(예. Thompson. 1967) 

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기술의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팀의 과업에 가져 

오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표 5>와 〈표 6>은 각각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기술 

(technology )과 과엽 (task)의 분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기술(Technology)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연구자 텀기술의 분류내용 
(예상되는) 

변수의 작용 

Thompson (1 967) Long-linked. mediating. intensive (moderator) 

Perrow( 1967) 
Number of exception. 

( " ) 
nature of search process 

Level of automation. 
Hickson. Pugh. rigidity of work f1ow. 

( " ) 
& Pheysey(l969) specificity of evaluation. 

contiuity of throughput 

Mo야ohπrμ( 1971) ‘ 
Manageability. uniformity. analyzability. 

( " ) 
complexity 

Comstock & Scott 
Task predictability moderator 

( 1977) 

Schoonhoven(1981) Technological uncertainty ” 
Argote( 1982) Input uncertainty ” 

Fry & Slocum (1984) 
Number of exceptions. analyzability. 

” interdependence 

Work f10w interdependence. 
work f10w predictability. 

Cummings (1 981) boundary transaction predictability. ” 
spatial and temporal relationships. 
mechanization 

•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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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팀과업 (Team Task)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연구자 
팀과엽의 분류 내용 

변수의 작용 
(dimensions of team task) 

Carter. I-Iaythorn. 
Clerical. discussion. intellectual construction. 

& Howe l!(1950)** 
mechanical assembly. motor coordination. moderator 

reasomng 

Steiner (1 972) ‘* 
Unitary ‘ divisible. coniunctive. disjunctive 

modcrator 
additive 

Herold(1978)** Task complexity. social complexity moderator 

Tushman (1 979) ** 
Complexi ty. environmental uncertai nty. 

moderatOl 
interdependence(이상 high or low) 

Hackman & Oldham Variety. identity. significance. autonomy. 

(1 976. 1980) feedback 
predictor 

Intellectual vs. manipulative requirements. 

Shaw (1 98 1)** 
task difficulty. intrinsic interest. 

population familiarity: solution multiplicity 
moderator 

vs. specificity. cooperation requirements 

Gladstein (1984) 
Complex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interdependence 
moderator 

Shea & Guzzo (1 987) Interdependence(high or low) predictor 

Wagner & Gooding (1987) lnterdependence(high or low). complexity moderator 

Saavedra. Earley. Interdependence 
predictor 

& Van Dyne (1 993) (pooled ‘ sequential. reciproca l. team) 

Cohen. Ledford. 
Autonomy. variety. power ‘ identity predictor 

& Spreitzer( 1996) 

Denison. Hart. 
Importance(high or lowl predictor 

& Kahn (1 996l 

Wageman (1 995) 
Interdependence(high or lowl predictor' 

Wageman & Baker(1997) 

Langfred (2000b) Interdependence(high or lowl predictor' 

• 다른 독립연수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 Goodman et al.( 1987. p. 140) Table 2에서 제시된 내용 



16 勞使關係liff究， 제 15권 

(1) 기술(Technolo밍， )에 대한 기존의 연구 

기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초기 연구(예， Thompson , 1967; Perrow , 1967)들은 팀단위 

가 아닌 조직단위에서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후의 연구들(예， Schoonhoven , 

1981; Argote , 1982)은 집단수준에서의 기술도 많이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불확실성 (uncertainty)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조직수준에서의 상황-적합 。l 론(contingency theory) 에서 많은 연구자들 

이 기술의 가장 핵심특성을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 특 

히 기술의 불확실성을 팀유효성과 다른 결정요인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 작용 

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Gladstein (1 984) 등은 팀의 과업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는 팀의 프로세스가 구체적인 팀의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변수로서 작용 

할 것이라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이론이 중요시한 불확실성의 측면만을 기술의 특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Goodman et a1.. 1987) 

예를 들어， 집단의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소(IT 등)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amarapu와 그 동료들(1999)은 팀의 과엽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기술적 지원시스템(주로 컴퓨터 기반 지원시스템)을 그룹웨 

어 (groupware)라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그룹웨어’의 효과는 집단의 구성， 과엽 특 

성 등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그룹워1어’를 통한 작업 프로세스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기술의 특성이 팀의 유효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집단수준에서의 기술이 가지 

는 다른 특성 및 개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Ellis et a l., 1991) , 

명제 2: 팀유효성에 대한 기술(technical)환경의 특성은 전체적인 조절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특성이론과 사회-기술 이론에서의 과업특성 

최근 과업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과업의 특성이 팀의 유효성에 대해 간접적인 효 

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직무 자체가 팀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요 

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았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무특성이론(Hack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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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r. 1971; Hackman & Oldham. 1976. 1980)과 사회 기술 이론(Cummings. 

1978; Pasmore. 1988)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직무 자체의 특성이 개인수준 

에서 어떠한 동기부여 효과를 가지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직무설계에 있어서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사회 기술척 관 

점(예. Cummings. 1978)에서의 과업의 특성과 직무특성이론에서의 과업의 특성은， 자율 

규제 (self-regulation)와 내재적 동기부여 (intrinsic motivation) 라는 서 로 다른 과정 

을 거쳐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의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적인 

직무의 특성은 상당 부분 통일하다 1951년의 Ta vistock Insti tute가 제시한 집단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Pearce & Ravlin. 1987) 

CD 팀의 직무에 대한 공동책임 

@ 팀원 간 협력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과업할당 

@ 직무수행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 피드백 (feedback)의 제공 

Hackman (l 987)은 개인수준의 직무특성이론을 기반으로， 집단수준에서의 집단과엽 

특성 (group task attributes) 이 어떠한 동기부여적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종합모텔 

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4)는 이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립 4)에서 팀의 과업특성 요소(variety. identity. significance. autonomy. 그 

리고 feedback)는 팀의 집단적인 노력 (effort) 에 대한 동기부여 기제(즉， 내재적 동기 

부여 기제)로서 작용하며， 집단보상의 조직적 지원은 이러한 동기부여 작용을 더욱 강화 

한다(Hackman. 1987. pp. 324-325). Cohen (l 994)은 사회-기술 이론에서의 파업 

특성과 직무특성 이론에서의 과업특성 효과를 〈그림 5)와 같이 비교 · 제시하고 었다. 

Hackman ( 1987) 이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팀과업 특성요소들은 Hackman과 

Oldham( 1983)의 개인수준의 직무특성이론에서 도출된 내용들인데， 그는 이러한 요소 

들을 개인수준에서 집단수준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론상의 중요한 연결 핀 하나를 빠 

뜨린 듯하다. 직무특성이론에서 Hackman과 Oldham (l976. pp. 253-257)은 직무상 

의 특정 특성들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예， 직무에 대한 의미성 및 책임감)를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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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ackman (l 987)의 팀유효성 종합모텔 

。roanizalional Contexl 

A 쁘쁘쁘와효표앨.m thal 
Provides chanoino objectives 

And Le • nrOfces thei[ 8ch• evernen 

Group Desion 

A 호맥브g잭약 thal enoaoes and 
Motivales oroup members 

Material ReSOUfces 

Sufficiency 01 
Malerial resources 

Required 10 accomplish 
The task well and On 

time 

Process Criteria of 
effectweness 

Effofl 

Knowledoe and 
sklll 

Group 
EI’echveness 

자료원 Hackman(1987. pp. 327. 329. 331)의 내용을 종합 • 정리하였읍. 

〈그림 5) 사회 기술 이론과 직무특성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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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쁘믿X 

Group Task Attributes 

Socio-technical Theory 

Group Task Attributes 

자료원 Cohen(l994. p. 8 1) 

Internal 
Work Motivation 

Self-reQulation 

Em ployee Satlsfactlon 
Job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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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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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개인의 특성(개인의 성장욕구-growth need strength)에 의 

해 조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업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성장욕구)이 개인의 심리 

적 상태를 자극하는 동기부여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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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며. 많은 연구자틀에 의해 기본적인 연구 결과로 받아뜰여지고 

있다(예， Cohen , 1994: Cohen & Bailey , 1997: Van der Vegt , Emans , & Vliert , 

1998: Vinokur-Kaplan , 1995)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형을 개인수준에서 집단수준 

으로 확장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실수를 하고 있다 

첫째， 개인수준에서의 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던， 개인의 성장욕구 변수가 모델에 

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직무 자체가 가지는 동기부여 기제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의구 

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직무에 대한 팀의 자율성이 팀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 과연 Hackman (l 987) 이 제시한 대효 이루 

어질 것인가?' 또는 ’그러한 동기부여 과정이 존재한다 하면 과연 그 직접적인 원인요소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다(Shepperd ， 1993을 참고할 것) 이에 대해， 

Hackman (l 987)은 집단보상의 제도적 지왼이 동기부여 과정을 강화한다고 언급하고 있 

는데， 집단보상 제도만으로 집단수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동기부여 현상(예， 무임승차 혹 

은 사회적 태만)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Hackman (l 987)의 모형은 집단수준에서 변수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집단과 

업 특성의 효과는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며，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집단의 노력은(모형에 

서는) 이들의 합산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구태여 집단수준의 모델로 이를 제시할 필 

요가 있는가는 의문이다. 

두 가지의 의문정 중에서. 집단과업 특성의 동기부여 기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이론적인 관심을 기울일 펼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다음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 

단역학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볼 수 있다. 

(3) 기대이론 측연에서의 과업특성 연구 

집단역학 연구자들은 집단의 생산성 저하요인에 대해 사회적 활성화(social facilitation) 

와 사회적 태만의 두 가지 현상을 기본으로 연구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주로 사 

회적 태만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Shepperd ， 1993) 많은 연구자들은 집단에 

서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즉 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줄이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공헌에 대한 확인가능성 

(identifiability of contribution) , 과업의 독특성 (task uniqueness)과 과엽의 난이 

도(task difficulty) (Harkins & Petty , 1982) , 과업의 매력 (task attr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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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caro & McCoy. 

(Brickner. Harkins. 

었는데. Shepperd (19! 

여 동기부여 이론들 중 

기대이론은 업무의 겉 

인식 정도(expectancy 

한 주관적 인식 (instru 

것이라는 내용이다(예， 

내용을 바탕으로 Shepl 

하고 있는데 . (표 7)에/ 

집단성과 저하의 원인 

1985) . 그리 고 개 인의 과업 몰입 (involvement in the task) 

& Ostrom. 1986)과 같은 변수들이 중요 영향요소로서 제시되 

3)는 이상과 같은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 묶기 위하 

하나인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과물에 대한 주관적 가치 (valence) . 업무의 수행난이도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1차적 성과가 2차적 성과로 연결될 확률에 대 

mentality)의 세 가지 요소가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 작용을 할 

Vroom. 1964: Porter & Lawler. 1968). 이러한 기대이론의 

erd (l 993)는 집단의 성과저하 왼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는 그 내용들을 요약 · 제시하고 있다-

〈표 7) 집단성과 저하의 원인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 기대이롱상의 효과 
1 개인의 기여에 개 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한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2 개인의 기여가 
펼요하지 않음 

(• free-riding) 

3 개인의 기여에 
많은 회생이 따름 

(• sucker effect) 

자료원 Shepperd (1 993. 

(J) 개안의 71여얘 

으로 사회적 태I 

서 잘 구별되지 

외재적(내재적) 개인 인센티브 valence 증가 
외재적(내재적) 집단 인센티브 

인적 기여를 필수요소로 만뚫 

개인적 기여의 난이도(difficulty)를 높입 instrumentality 
개인척 기여의 독특성 ( uniqueness)을 높임 | 증가 

개인척 기여를 펼수척 (essential)으로 만옮 

인적 기여에 대한 희생 (cost)의 절감 

신체적 회생 (cost)의 절감 I (-) valence 감소 
정신적 회생 (cost)의 절감 

71 ) 

한 안샌티브 채공 개인은 단순히 집단 속에서 일한다는 이유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업무가 집단의 상황 속에 

고(unidentifiable) . 가령 집단의 성과가 나쁘더라도 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 

로 인한 개인적 

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반대로 성과가 좋더라도 자신의 기여 

보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태만 행동을 나타낸다(Kerr & 

Brunn. 1981).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노력 혹은 기여에 대한 주관적 가치(즉， 

valence)를 낮아지게 만든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하는 과업의 유인가( vale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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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업무 속에서의 개인의 기여도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Shepperd. 1993) 직무 자체가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개인의 기여는 적어칠 것이다(Williams et al .. 1981). 

내재적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집단 속의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직접 자기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업무에서 좀 더 큰 가치와 흥 

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Shepperd. 1993) 이러한 논의에 따라 Hackman (1987)에 의해 

제시되었던 직무자율성 (task autonomy)은 기대이론상의 유인가( valence)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Shepperd (l993) 그리고 Zaccaro와 McCoy (1985) 

의 실험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집단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의 기여도가 훨씬 커 

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실험대상이 된 집단이 서로 친밀한 사 

람들로 구성된 경우에 더욱 커졌으며， 따라서 집단성과에 대한 보상의 효과는 집단의 인 

적 특성(예를 들어， 집단일체감 및 응집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즉. Hackman (1 987)이 제시하였던 대로， 집단성과에 대한 보상(reward)이 직무 

특성 변수와 상호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팀 자체의 특성(예를 들어， 집단일체감 혹 

은 응집성)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개얀적 71여를 필수 요소로 만둠 집단성과 저하의 두 번째 요인은 기대이론의 도구 

성(instrumentality)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신의 기여가 팀 전체의 성과에 별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의 노 

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임숭차 행동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Harkins와 

Petty(l982. 실험 1)에 의하면. 팀의 구성왼은 2낸이 수행하는 업무가 어려워질수 

록， ‘다른 통료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 

고. 따라서 자신의 기여가 팀 전체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 

는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과업의 난이도 혹은 독특성( uniqueness)이 

가지는 동기부여 효과는 바로 기대이론의 도구성(instrumentality)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Williams와 Karau (1 991)에 따르면， 한 개인이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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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신의 통료들이 별로 잘 해내지 못할 것이 

라 추측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팀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적 성과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노력(혹은 기여)에 대하여 동기부여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Hackman(1 987)의 직무특성 요소 중， 다$냉 (variety)과 중요성 (significance)의 

변수에 대해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 개인적 71여에 대한 화쟁의 절감 Shepperd (1993)는 개인이 집단 속에서 과업 

을 수행함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희생 또는 비용(cost)은 신체적인 요소와 정신적 

인 요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불유쾌한 경험’은 기대이론상의 (-)유인가(valence) 

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적인 비용은 개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모를 의미하며， 정신적인 비용은 (개인이 속한) 팀의 다른 구성 

원들이 무입승차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불공정성(inequity) ’의 인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적 희생현상은 집단 속에서의 ’바보효과(sucker effect)’를 유발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실제 과업상황에서 신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상당 

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체적인 희생 혹은 비용의 절감은 실제로 개인의 

업무를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이는 오히려 개인적 동기부여의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증거 (예 , Harkins & Petty , 1982)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Yamagishi (1988)의 실험에서는， 특정 그룹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던 사람이 해당 그 

룹에서 나가거나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때， 대부분 나가는 쪽을 선택한다는 사실 

을 밝혔다.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유쾌한 ‘정서. 상 

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자구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상의 희생 및 비용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수준의 과업목표 대신， 차별적이며， 개인적인 

과업목표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실제적인 업무상황에서 자원과 과업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인별로 정확히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hepperd ， 1993) , 이에 

대한 대안은 팀의 구성원들에게 다른 구성왼들의 업무상황에 대한 피드백 (feedback)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무임승차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반 

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 줄 수도 었다.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와 공정성을 디루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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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perd (1 993)가 제시한 이상의 세 가지 제안들은 각기 서로 다른 동기부여 작용을 

보여 준다 집단과업의 특성은 주로 개인이 인식하는 과업의 수단성 (i nstrumentality)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 및 개인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의 제도들은 과업이 유인가 

( valence)를 높이거나， (-)유인가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 및 보상의 제 

도들이 가지는 효과는 집단 자체의 특정(예， 집단일체감 및 응집성)에 의해 그 영향력이 

조절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고}들은， Hackman(1 987)에 의해 제시되었던 직무특성이론 

중심의 과업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구체적￡로 어떠한 동기부여 과정 (mechanism)을 거 

치며， 이러한 과정에는 어떠한 동기부여 기제 (utility)가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제 3: 팀의 과업특성이 가지는 동기부여 효과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의 측 

면에서， 유인가( valence)와 도구성 (instrumentality)의 효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명제 4: 집단의 상황에서 과업에 대한 유인가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예를 들어， 집단보상) 

은 집단의 특성(예를 들어， 집단응집성)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4) 직무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 중심 과업특성 연구 

앞서. 팀의 가장 주요한 특정 중 하나가 바로 과업과 구성원의 상호의존성 (inter

dependence) 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직무의 상호의존성이 가지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그 연구 결과물이 제시되고 있다(예， Langfred , 

2000b: Liden , Wayne , & Bradway , 1997: Saavedra , Earley , & Van Dyne , 

1993: Wageman , 1995: Van der Vegt et a1., 1998 , 2000 , 2001). 상호의존성 

개념의 구체화는 Thompson( 1967)에 의한 정보 혹은 자원의 교환유형에 따른 과업 상 

호의존성 체계화 연구(pooled ， sequential. reciprocal)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Van de Ven과 그 동료들(1976)은 Thompson (1967)의 분류 기준에 팀 (team)의 항목 

을 추가하고 있다. 조직수준에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과업 상호의존 

성의 개념은， 조직 내에서의 집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단수준에서도 크게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집단수준에서의 과업 상호의존성은 집단의 과업에 내재된 과업상의 

요구사항 혹은 제한사항에 주로 기인한다(Goodman ，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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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과엽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은주어진 팀의 직무구조 속에서， 구 

성원 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 

도’(Kiggundu ， 1981. 1983)로 정의된다. 즉， 과업 상호의존성은 팀 구성왼들의 개별 

업무 간 상호연결성 (interconnections)을 의미한다 사실， 기존의 집단성과에 관한 연 

구들은 대부분 집단의 과업 상호의존성을 중요변수로 다루고 있으나(예， Shaw , 1981: 

Shea & Guzzo , 1987: Steiner , 1972) , 과업 상호의존성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효 

과에 대한 검증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Langfred ， 2000b: Wageman , 

1995: Wageman & Baker , 1997: Van Der Vegt et al.. 1998 , 1999 , 2001) 

〈표 8)은 기존의 연구에서 팀의 과업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 및 이 와 관련된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 · 제시하고 있다. 

팀의 과업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와 밀접 

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다른 상호의존성의 개념들이 부각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목표 상호의존성 (goa! interdependence)과 피드백 상호 

의존성 (feedback interdependence) 이다. 목표 상호의존성은 집단수준의 연구에서 비 

교적 지주 다루어지는 주제인데(예， Saavedra et a l., 1993) , ‘집단의 구성원이 상호 

결합된 목표에 할당되어 있고 집단단위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정도'(Saavedra 

et a" 1993: Gerben van der Vegt et a!" 1998 , 1999 , 2001)로 정의된다. 

Saavedra와 그 동료들(993)은 목표 상호의존성의 내용 중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을 분 

리하여 , 목표 상호의존성과 피드백 상호의존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과업 상호의존성과 

결합하여(즉， TI x GI x FI), 복잡 상호의존성 (comp!ex interdependence: CI)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분리 이전의 목표 상호의존성을 결과 상호의존 

성 (outcome interdependence: OI), 혹은 보상 상호의존성 (reward interdependence) 

이라 사용하기도 하며(예， Wageman , 1995: Wageman & Baker , 1997: Van Der 

Vegt et al., 1998, 1999 등) , 실제의 효과에 있어서도 목표 상호의존성 (GI)과 피드백 

상호의존성 (FI)이 분리되기보다는， 결과 상호의존성 (OI)의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예， Wageman , 1995) 일부(의) 연구는， 팀의 다른 구성원의 개인적 업무결과가 

싹l에게는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긍정적 결과 상호의존성 (positive outcome 

interdependence)과 부정적 결과 상호의존성 (negative outcome interdependence)을 

구분제시하기도 한다(예， Van Der Vegt et al.. 1998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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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팀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Interdependence의 유형 

연구자 과업 목표 피드백 과업 상호의존성의 효과 

(TI) (01) (FI) 

Mohr(971) 。 TI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Billings. Ki lmoski. 
。

TI는 직무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 Breaugh(977) 않음 

Brass(985) 。 TI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 

Kiggundu(983) 。 TI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Campion et a l. 
。 。

Ol. FI는 직무만족에 독립적인 효과를 

( 1993) 미치지 않음 

Campion. Papper. 
。 。

Ol. FI는 직무만족에 상호작용 효과를 

& Medsker(1996) 가짐 

Langfred(2000b) 。
TI와 집단자율성 (autonomy)은 집단유 

효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짐 

Liden. Wayne. 
。

TI와 집단자율성 (group control)은 집 

& Bradway(1 997) 단유효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짐 

Saavedra et al 
。 。

Tl. 01. FI는 집단유효성에 상호작용 효 
(993) 

0 
과를가짐 

Wageman (995) 。 。
TI+or는 직무유효성과 U 형의 관계를 
가짐 

Wageman & Baker 
。 。

TI와 or는 집단유효성에 대한 상호작용 

(997) 효과를가짐 

Van Der Vegt et al 
。 。

TI와 01는 집단유효성에 대한 상호작용 

(1 998) 효과를가짐 

Van Der Vegt et al 
。 。

TI와 or는 집단유효성에 대한 상호작용 

(2000) 효과를가짐 

Van Der Vegt et al 
0 。 」 Tl. 01는 직무만족에 상호작용 효과를 

(200 1) 가짐 

(TI: task interdependence. GI: group interdependence. FI: feedback interdependence. 01: GI + FI) 

Mohr (l 97 l)의 연구는， 집단의 직무 상호의존성 (TI)은 집단의 만족도 수준과 긍정적 

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들은 예측과는 달리 다소 복합적인 OJ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이 

만족되었는데 반해(예. Campion et a l.. 1996; Kiggundu. 1983; Mohr. 1971). 

어떠한 연구들에서는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예. Billings et a l.. 1977; Campion 

et a l.. 1993). 심지어는 부(-)의 관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예. Brass. 1985)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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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직무의 상호의존성， 혹은 목표의 상호의존성이 직무의 복잡성 (complexi ty) 

혹은 직무의 난이도(difficulty)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내재적 동기부여 기제가 

될 것이라는 초기 연구들의 암묵적인 가정(예. Kiggundu. 1983)에 결함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Campion과 그 동료들(1993. 1996)이 처음 연구에서 직무상의 목 

표 상호의존성과 피드백 상호의존성이 가지는 팀유효성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효과 검 

증에 실패하고， 이후 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한 관계를 발견 

한 사실에서 지지될 수 있다 즉， 직무 상호의존성 (TI) 혹은 목표 상호의존성 (GI)은 독 

립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aavedra et al ‘’ 1993: Van Der Vegt et al .. 2001). 쉽게 말해서， 팀과 

엽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목표설정， 평가 그리고 보상의 시스템 또한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져야 하며(즉， 집단목표， 그리고 집단평가 및 보상) . 반대로 팀과엽의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들의 시스탱이 낮은 상호의존성을 가져야 (즉， 개인목표， 

개인평가 및 보상) 팀의 유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이다(Wageman. 1995: 

Wageman & Baker. 1997). 이러한 사실은 팀을 위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수립함 

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음의 〈그립 6)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Wageman과 Baker (1 997)에 의하면 이러한 과업과 결과의 상호의존성 효과는， 

Shepperd (1993)가 제시하였던 ‘기대이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낮은 과업 상호의존성은 

기대이론에서의 도구성(instrumentality)을 낮게 하므로 즉. 개인적 성과물이 팀 전체 

의 성과에 영향을 적게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므로-구성원들의 무임숭차 효과 

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무입승차의 부정적 효과는 팀의 성과물이 집단수준에서 평가 

되고 보상되는 경우(높은 결과 상호의존성)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무임승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 성과평가가 개인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과엽수행에서의 인지적 희생(즉， 불공정성의 인식 등)이 

커지고， 이러한 현상은 부(-)의 유인가( valence)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즉， 과업 

상호의존성이 낮고， 결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보효과(sucker effect) ’2)와 무 

임숭차가 같이 나타나는 소위.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의 대표적 상황이 발생 

2) 무임숭차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바보효과 또는 룡(鳳)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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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Wageman과 Baker (l 997)의 실험결과에서 지지되고 있 

다 낮은 수준의 과업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잠재적인 무입승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Shepperd (l 993)의 제안대로 집단수준이 아닌 개인수준의 성과 평가 및 보 

상(즉， 낮은 결과 상호의존성)을 제시하거나， 무입승차에 대한 피드백과 처별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직무 상호의존성과 결과 상호의존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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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Van Der Vegt et al.(l999. p. 210). Van Der Vegt et a l. (2001. p. 64). 

Wageman & Baker0997. p. 15 1)의 내용을 종합 · 정리하였음 

명제 5: 결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과업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팀유효성이 횡냉될 

것이며， 결과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 과업 상호의존성이 낮을수록 팀유효성 

이 향상될 것이다. 

(5) 직무자율성 (Task Autonomy)에 대한 연구 

팀에서 자율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Guzzo & 

Dickson. 1996: Lang[red. 2000a. 2000b). 특히 외적인 통제 및 감시가 아닌 스스로 

의 통제활동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몰입 (Luthans & Davis. 1979: Walton. 1985)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관리 (self management)가 기 

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예. Hac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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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Mohrman & Lawler. 1989) ‘ Manz와 Sims (l 984)는 개인수준에서， 자기관 

리 (self management) 기술의 유형으로. self problem assessment. self goal 

setting. self rehearsal. self observation and evaluation. 그리고 self reinforcement 

and/or punishment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예. Block. 1987; Manz & Sims. 1984. 1989). 이러 

한 자기관리 행동이 조직의 기능향상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Uhl-Bien & Graen. 1998) 개인수준의 자율성에서 

도 Bailey(2000)는 개인의 자율성이 자신의 직무 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마치나， 

다른 구체적인 성과로는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개인수준이 아닌 집단수준에서 

의 집단자율성 (group autonomy)이 팀의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상당 

수 있으나(예. Adler & Cole. 1993; Barker. 1993; Goodman et al .. 1988). 여 

기에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Kim과 Lee (l 995)의 연구결과에서는 집단수준의 자율성이 프로젝트 팀 

(project team)의 성과에 오히려 부H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hen과 

Bailey (l 997)의 연구결과에서도 집단자율성이 팀의 유형에 따라 혼재된 효과를 가져온 

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Cohen과 Bailey (l 997)는 이러한 혼재된 결과가 집단의 성 

격， 그리고 집단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으며， 

Uhl-Bien과 Graen( 1998)은 제조과정을 수행하는 작업 팀의 경우와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경우에 자율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설증연구 

결과들의 이러한 복합적 양상은，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에서의 자율성이 가지는 효과를 명 

확히 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Lan방'red. 2000a). Neck. Stewart와 Manz(1996)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수준과 개인수준 자율성 간의 패러독스(paradox between autonomy 

at the group level and autonomy at the individual levell’라 불렀으며 , 이 러 한 

현상은 개인의 자율관리 활동(개인의 투입요소)이 집단의 역학(집단의 투입요소)의 과정 

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지율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Markham과 

Markham (1995)은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하나의 팀 속에 동시에 내재하기는 어렵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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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인 및 집단자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연구자 
자율성 수준 변수의 

내용 
개인 집단 역할 

Ad!er & Co!e (1 993)' 。 predictor GA가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Bailey(2000) 。 predictor 
IA는 개인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 

나. 다른 효과는 없음 

Bar ker (1 993) • 。 predictor 
concertive control( GA)가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Cohen & Bailey 
GA는 작업 팀 (work team)에서만 유 

。 。 predictor 효성에 영향을 주며， 프로젝트 팀에서 (1 997) ••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Cohen. Ledford. 
。 predictor 

GA는 팀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 Spreitzer (1 996) 첩 ••• 

Deci & Ryan(1987) 。 predictor 
IA는 개인의 태도연수에 긍정적인 영향 
을미침 

Gladstein( 1984) 。 predictor 
GA는 집단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 

Hackman (1 983) 。 predictor IA는 집단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Janz. Colquitt. 
。 predictor GAxTI가 팀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 Noe (1 997) 

Kim & Lee (1 99S) 。 predictor 
GA는 R&D 팀의 성과에 (-)의 상관관 
계를가정 

Langfred(2000a) 。 。 predictor 
IA는 팀응집성에 (-). GA는 팀응집성 
에 ( +)의 영향을 미침 

Langfred (2000b) 。 predictor GAxTI가 팀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Mills & Posner(l982) 。 criterion 기술구조(환경)가 IA에 영향을 미침 

Pearce 
。 predictOI 

GA는 팀의 과정 (process)에 영향을 

& Ravlin (1 987) 미침 

Uhl • Bien & Graen 
。 predictor 

IA는 project team의 유효성 에 영 향 
( 1992) 을미침 

(GA: group autonomy. IA: individual autonomy. TI: task interdependence) 
• 사례연구， •• Meta-analysis .... GA를 과업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latent variable로 사용 

Langfred (2000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자율성의 수준에 따른 2x2 

Matrix를 제시하였고((그림 7) 참고) . 둘째， 각각의 수준에서 자율성이 팀유효성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매개변수로서 그는 집단응집성 

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율성은 집단응집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집단의 자 



율성은 집단응집성에 대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높은 집단응집성은 개 

인의 자율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자율성과 집단응집성은 양방향의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림 8>은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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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에서의 자율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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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Langfred (2000a. p. 565)을 수정 인용 

〈그림 8) 개인 및 징단수준의 자율성과 집단응집성의 관계 

566). 자료원 Langfred(2000a , p 

또한， Cohen과 8ailey( 1997)는 집단자율성의 효과가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Cohen & 8ailey, 1997 , p. 261) , 이러한 집단유형에 따른 집단 

자율성의 효과는 Langfred (2000b)가 제시한 집단자율성과 집단의 과업 상호의존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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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높은 과업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집단에서는 과업수행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내적 조정작용(coordination) 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자율성이 높을수록 더 큰 조정 및 관리상의 비용(cost) 이 발생하게 

되고， 집단자율성이 높을수록 효익 (benefït) 이 커진다(Langfred ， 2000b , pp. 57-58) 

그는 25개의 작업 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림 9)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9> 집단자율성과 과업 상호의존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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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Langfred(2000b ， p. 67) , Janz et al. 0997, p. 895)를 종합 · 정려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혼재된 양상을 보였던 개인 및 집단의 자 

율성과 집단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론적 고찰을 가능케 해준다 특히， 

집단 및 개인자율성은 집단의 응집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 자율성과 과업 상 

호의존성과의 상호작용이 집단유효성에 영호딸 미친다는 Langfred(2000a , 2000b)의 

연구결과는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Keller (l 986)는 

R&D 팀의 팀유효성에 대한 결정변인으로서 집단응집성 (group cohesiveness)을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꼽고 있는데， R&D 팀이 과엽특성상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대체적으로 높은 집단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Keller 

(1 986)와 Langfred(2000a , 2000b)의 연구결과는 통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Langfred (2000b)가 개인자율성과 집단자율성을 이전의 연구에서처 

럼 분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지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낮은 집단자율성은 높은 개인자 

율성을 암시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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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6: 집단자율성은 집단응집성과 ( +)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자율성은 집 

단응집성과 (-)의 관계를 가지고 았다 

명제 7: 과업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집단자율성이 높을수록 팀유효성을 향상시킬 것 

이며， 과업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 집단자율성이 낮을수록 팀유효성이 향상 

될 것이다. 

2) 팀 구성 (Team Composition or Diversity) 

집단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하며(예， Driskell , Hogan , 

& Salas , 1988; Hackman , 1987) , 이들은 또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 

다 팀의 구성 (team composition)은 ‘팀원들의 특성 (nature) 및 특질 (attribute)의 

조합’으로 정의되어지며 (Pearce & Ravlin , 1987) , 주로 팀원의 개성 (personality) 

(예 , Neuman , Wagner , & Christiansen , 1999) , 인구 구성적 특성 (예 , Cady & 

Valentine , 1999; O'Reilly , Caldwell. & Barnett , 1989) , 문화적 특성 (Earley 

& Mosakowski , 2000) , 혹은 이들의 결합(예， Bowers , Pharmer , & Salas , 2000: 

Jehn , 1995 , 1997: Jehn & Chatman , 2000)과 같은 변수들의 다양성 (diversity) 

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표 10)은 팀구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제 

시하고 있다. 

팀의 동질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기존의 수많은 

논쟁 중에서， 개인의 특질 조합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Neuman과 그 

동료들(1999)은 개인의 특질 (personality)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의 대표적 특성 (big five traits) 이 어떻게 팀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연 

구하였고， 이에 따라 TPE (team personality elevation; 팀 내 해당 특칠의 평균점 

수)와 TPD(team personality diversity: 팀 내 해당 특질 분포의 다양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표 11)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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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팀구성(다양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연구자 변수 연구내용 

다양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surpnse‘ 

Austin( 1997) 
Demography. 들 발생시키고， 이는 능동적인 사고를 

social identity 활성화시켜 집단 내 창의성을 높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약해진다) 

다양성 (race. gender) 이 큰 경우 팀 

Baugh & Graen (1 997) Race. gender 원평가 결과가 더 낮아짐(관리자 평가 

결과는 차이 없음) 

BeJbin(l 993. 1997) 9가지 팀역할 
9가지의 팀역할이 팀 내에 고루 존재 

할 때. 팀성과가 커짐 

Bowers. Pharmer. 
Biographical difference. 

집단 내 다양성은 팀유효성에 긍정적 

& Salas (2000) 
differences in ability.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personality 

4종류의 다양성 모두 팀의 혁신의 품 

Cady & 
Race. age. sex. function 

질에 도웅이 되지 않았으며 ~ex~-L I 

V alentine (1 999) 
race( +)는 혁신의 양에 영향을 주었 
고. race(-). sex(-)는 팀에 대한 고 

려 정도에 영향을 미침 

Earley & CuJtural diversity 다양성 (cuJture)과 성과간의 관계가 

Mosakowski (2000) (nationaJi ty) ‘lf형 곡선으로 나타났음 

Erez & Somech(l 996) CuJtural diversity 
문화적 특성은 팀성과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Member(technical sk iJJ). 
전문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Hackman (1 987) 
Member(interpersonal 

사람이 팀 내에 존재해야 하고， 적정 
skiJJ) . 

수준의 다양성이 요구됩 
Balance of diversity 

Jehn. Chadwick. 
Informational diversity. 

Informational diversity는 과업 갈등 social category diversity. 
& Thatcher (1 997) 

value diversity (task conflict)을 발생. soci aJ diversity 
는 관계갈등(reJationship conflict)을 

Jehn. Northcraft. 
InformationaJ diversity. 발생 value diversity는 과정갈등 

& NeaJe (1 999) 
sociaJ category diversity. (process conflict)을 발생시킴 } 
value diversity 

Adequate skiJJs. 
Gladstein( 1984) (perceived) 다양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읍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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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팀구성(다양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계속) 

Kirkman & 
다양성 (cultural value)이 높아지변 

Shapiro(2001) 
Cultural value diversity 팀원의 ‘저항성 (resistance) ’을 높아지 

게함 

Knouse & Gender , minority , 다양성(gender ， rninority)은 ll-30 
Dansby( 1999) persons with disabilities % 수준에서 팀의 유효성 을 증가시켰 응 

Lovelace , Shapiro , 
Functional diversity 

다양성 ([unctional)은 제조 팀의 팀내 

& Weingart(200 1) 
의견 불일치를 유발하고. 이는 제조시 

한내 마감을 방해함 

Neuman , Wagner , Personality(big five 
소위 'big five traits’의 TPE(동질 

& Christiansen( 1999) traits) 
성)과 TPD(다양성)은 그 종류에 따 

라 텀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Rentsch & Demography , 
다양성 (demography , experience) 은 

Klimoski(2001) expenence 
팀의 스키마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성과에 영호t을 미침 

Race/nationality ’ 다양성 (value)은 팀원의 만족도. 창의 

Rodriguez (1 998) gender , 성 지각도， 그리고 유효성에 ( +)의 

age , value 영향을 미침 

Salk & Brannen(2000) Cultural diversity 
다양성 (culture)은 팀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응 

Simons , Pelled , Job-related diversity , 
직무 관련 다양성은 토론을 활성화시 

& Smith(1999) non iob-related diversity 
키며， 팀의 재무적 성과에 (+)의 영 

향을미침 

Thomas(1999) Cultural diversity 
다양성 (culture)은 팀유효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 

Watson , Johnson , 
Cultural diversity 

다양성 (culture)이 높아시연 팀구성원 

& Merritt(1998) 
의 개인행동이 팀행통보다 커지게 되 

고， 이는 팀유효성 을 낮추게 됩 

〈표 11) 5대 특질의 팀유효성에 대한 효과 

5대 특질 항목(big five traits) 
팀유효성과 (+ )의 

관계를 가지는 측정값 

Conscientiousness (양심성， 서1심성) 

Agreeableness (사교성 ) TPE 

üpenness to experience (개방성) 

Extroversion(외향성 ) 

Emotional stability(감정적 안정성) 
T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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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심성， 사교성 그리고 개방성의 개인적 특절은 동질성 (homogeneous) 이 높은 경 

우， 그리고 외향성과 감정적 안정성의 경우에는 다양성 (di ver si ty , heterogeneous)이 

높은 경우 팀의 유효성이 횡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팀 내부에 어떠 

한 특질 (what characteristics) 이 얼마만큼(how much)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아직 이틀의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운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팀역할 

균형이론’이다(Belbin ， 1993 , 1997) , Belbin (l993 , 1997)은 팀원틀이 팀 내에서 수 

행하는 과업상의 역할(즉， 기능역할)외의 부가적 역할， 즉 팀원으로서 자연스겁게 행하 

게 되는 역할을 ‘팀역할(team role)’이라 정의하고， 팀의 성과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 

신이 제시하는 9가지의 팀역할이 팀 내에 고루 존재해야 한다는 ‘팀역할 균형이론(team 

role balance theory)’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elbin과 그 동료들이 약 10년 

간 수행했던 .팀성과 모의실험 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그 이론의 병료성과 타당성을 바탕 

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명제 8: 팀의 성과 증진을 위해서는， 팀 내부에 특정 특질 (personali ty) 또는 특정 

역할(team role)들이 고르게 존재해야 한다 

개인적 특질 (personality) 에 관한 연구가 경영학계에서는 비교적 적게 존재하는 반면， 

개인의 인적 구성 측면의 다양성(예， 성별， 나이， 인종)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인적 구성이 긍정적인 과정(예， 다양한 

견해의 도출， 토론활동의 장려)을 거쳐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횡t을 미친다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현상(예， 갈등 빛 내부 분화현상)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다 

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Bowers et al., 200이， (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그 결과들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Jehn과 그 동료들(999)은 이 

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성의 서로 다른 측면은 팀성과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 

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Jehn0995 , 1997)에 의해 실시된 일련의 연구틀에 

서 도출된 이와 같은 설명은. 다양성의 종류를 사회적 구분 다양성 (social category 

diversity) , 정 보적 다양성 (i nformational diversity). 그리 고 가치 다양성 (value 

diversity)으로 나누고 이러한 다양성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갈등(conf1 ict) 관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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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arley와 Mosakowski (2000)는 다양성의 종 

류를 demographic. culture. 그리고 composition으로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 

은 Jehn (l995. 1997)의 분류와 유사하다. (그림 10>은 Jehn (1 995. 1997)과 그 동 

료들(1 999)에 의해 수행된 팀 내 다양성과 팀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림 10) 팀 내 다양성과 팀의 유효성간의 관계 

Informational Diversity 
지식 기반， 경험， 학력， 학문적 배경 등의 

차이에 따른다양성 

Social Category Diversity 
성얼， 인증， 연렁‘ 흩신 지억 등의 
인구 흥계학상의 차이에 따른 다앙성 

Value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다앙성 

영항관계 

’ 조절 작용(moderator variable) 

팀유효성 

틸 성고f{ÜUlpul) 

팀구성원의 태도및헝동 

자료원 Jehn (1 995. 1997). Jehn & Tatcher (1 997). Jehn et al. (1999)의 내용을 종합하 

였음‘ 

Jehn (1995. 1997)과 그 동료들(1997. 1999)에 따르면， 사회적 구분(예， 성별. 인 

종， 국적)에 따른 다양성은 대인관계 갈등(relationship conf1i ct)을 불러일으키며， 이 

는 개인의 태도변수(예， 직무만족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적 구분 

(예. 학력 배경， 전문 지식의 배경 등)에 따른 다양성은 팀 내의 업무상 갈등(task conflict) 

을 불러일으켜 팀의 성과(output)에 긍정적인 영'ð'J을 미치며， 자원의 배분양식， 그리고 

과엽의 수행방식과 관련된 가치 다양성은 업무의 과정상 갈등(process conflict)을 불러 

일으켜 개인의 태도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류방식플 바탕으로 〈표 10>에서 제시되었던 다양성 (diversity) 관련 연구들 

을 다시 분류하여 보면 〈표 1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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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팀구성(다앙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jehn의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성 분류 

연구자 Social 연구결과 
lnformational Value 

category 

Austin (1 997) 。 + 
Baugh & Graen (1 997) 。 ++ 
Bowers , Pharmer , 

0 
& Salas (2000) 

++ 

Cady & Valentine (1 999) 。 0 

Earley & Mosakowski(2000) 。

Erez & Somech(l 996) 。

J ehn et a l. (1 997) 。 。 。 ++ 
J ehn et a l. (1 999) 。 。 。 ++ 
Gladstein (1994) 。 。

Kirkman & Shapiro(2001) 0 ++ 
Knouse & Dansby (1 999) 。

Lovelace , Shapiro 
。

& Weingart(2001) 
+ 

Rentsch & Kilmoski(200 1) 。 。 ++ 
Rodriguez (1 998) 。 。 + 
Salk & Brannen(2000) 。

Simons , Pelled , 
。 。

& Smith (1 999) 
++ 

Thomas (1 999) 。 ++ 
Watson , Johnson , 

。

& Merritt (1 998) 
++ 

• Jehn (l995 , 1997)의 예측에 대한 강한 지지(++)， 지지(+) , 모호(-)， 반대(-) 

〈표 12>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의 연구들이 정보(informational) 

와 가치 (val ue) 다양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기존의 혼재 

된 연구양상이 이러한 분류에 따랐을 때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인다는 사설이다 향후연 

구는 특히 후자 즉， 다양성의 구체적인 유형 및 양상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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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9 다양성은 그 유형 (social category. informational. value)에 따라 팀의 유 

효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명제 9a: 사회적 다양성 (social category diversity)은 팀원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 

등을 발생시키며， 이는 구성원의 태도에 (-)의 영향을 준다. 

명제 9b: 정보적 다양성 (informational diversity)은 팀원간의 업무상 관계에서 갈 

등을 발생시키며， 이는 팀의 성과에 (+ )의 영향을 준다. 

명제 9c 가치 다양성 (val ue di versi ty)은 팀의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가 

치관을 발생시켜 팀구성원의 태도에 (-)의 영향을 준다 

3) 팀구조(Team Structure) 

(1) 집단응집성과 작업규범 

팀유효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성 (group 

cohesi veness) 이다. 역사적으로도， 집단역학과 관련된 변수에서 집단응집성은 가장 중 

요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Carron & Brawley. 2000; Keller. 1986; Lott & Lott. 

1965)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경영학 뿐 아니라 심리학， 교육심리학， 운동심리학. 군 

사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응집성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응집성의 정의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집단응집성은 연구자에 따라 ‘집단 내에 냥아있도록 만드는 힘’ (Cartwright. 1968; 

Festinger. 1950; Libo. 1953; Steers. 1981). 또는 ‘팀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의 매 

력도’ (Back. 1951: Langfred. 1998; Lott. 1961: Organ & Hamner. 1982)와 

같이 정의되고， 때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매력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Goodman et a l.. 1987) 집단응집성의 개엽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Carron과 

Brawley(2000). Carron과 그 통료들(1985)은 집단응집성을 .집단의 일체성’에 대한 개 

인의 믿음(GI: group integration belief)과 ‘개인이 집단에 남아 있게 만드는 집단의 

매력’(ATG; individual attraction to the group)의 두 가지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집성이 팀의 집단목표(혹은 집단과업)를 중심으로 형성되는가， 혹은 팀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 GI-T(과업). GI-S(사회적 관계). ATG-T. 

그리고 ATG-S로 크게 나누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Carron과 그 동료들(985) 



박 왼 우·방 호 진 39 

은 'GEQ(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라는 1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측정모형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주로 운동심리학을 기반으 

로 형성되었다는 약점을 지닌다(Dyce & Cornel l. 1996) 

집단웅집성의 집단성과에 대한 효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 확산을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집단성과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Wech와 그 동 

료들(1998)은 높은 집단응집성을 가진 팀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인 목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 팀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집단응 

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얄려져 있는데， 첫 

째， 높은 집단응집성을 가진 팀의 구성왼은 높은 수준의 직무볼입 (task involvement) 수 

준을 보이며 (Goodman et al., 1987: Hackman , 1992: Shaw , 1981: Stogdil l. 

1972) , 둘째， 높은 집단응집성을 가진 팀의 구성원은 팀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가 활성 

화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지원 행동을 증가시키며 (Wech et a!" 1998) , 특히， 이는 과 

엽의 상호의존성이 높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Gully et a l., 1995) 그리고 셋 

째， 높은 집단응집성을 가진 팀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즉， 조직시민행동) 

을 나타낸다(Organ ， 1997) ‘ 

명제 10: 집단응집성은 팀원의 몰입도， 사회적 지원행동， 그리고 역할 외 행동(조직시 

민행동)을 증가시켜. 팀유표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단응집성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Stogdill (1 972)의 기존 

문헌 리뷰(review) 연구는 문헌들의 1/3 정도는 집단응집성이 집단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또 다른 1/3은 집단응집성이 오히려 집단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 있 

는， 집단응집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상 정의와(Forsythe ， 199이 집단응집성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Lan방'red ， 1998: 

Robbins , 1998: Tziner & Vardi , 1982) 집단웅집성이 팀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 

를 가져오게 만드는 영향요소들 중，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요소는 바로 팀의 작업규 

범 (work norms)으로， ‘팀의 구성원들의 적당한 과업행동에 대한 기대 혹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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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Argote. 1989)으로 정의되는 작업규법은 집단 내 개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향요 

인이며 (Feldman. 1984). 이러한 작업규범은 팀의 환경 속에서 매우 빠르게 생성딘다 

(Bettenhausen 1991). Robbins(1998)와 Lang[red (1 998) . Lang[red와 Shanley 

(1 997) . 그리고 Shanley와 Langfred (1 998)가 제시한 집단응집성과 집단의 과업규범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 집단응집성과 집단 과업규범， 그리고 집단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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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1 집단응집성의 팀유효성에 대한 효과는. 팀의 과업규범 (work norms)의 강 

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Wech와 그 통료들(1998)의 의견을 고려하면， 다음의 제안을 할 수 있다-

명제 12: 집단응집성의 팀유효성에 대한 효과는， 과업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팀의 응집성이 팀유효성에 대해--긍정적 혹은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집단응집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Goodman et a l.. 1987). 첫째， 집단 

웅집성의 개념은 집단역학상의 대표적인 ‘집단수준’ 개념이지만. 연구자들의 정의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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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개인수준’에서 내려지고 있다 집단응집성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특정인 ‘개 

인에 대한 집단의 매력도’는 개인수준에서 내려진 정의이며， 집단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인수준의 측정치들을 ‘단순합산’한다는 것은 심각한 레벨이슈상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개인 측정값들의 단순합산을 집단응집성의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각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얘 의한 것이다. 둘째， ‘개인 

에 대한 집단의 매력도’라는 개엽은 매우 불안정한 내용이다- 모든 개인이 집단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이 

유로 집단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면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집단응집성의 영향 

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집단응집성의 효과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Goodman et a l.. 1987). 

(2) 팀규모 

팀과 관련된 연구에서 팀규모(size)는 자주 언급되지 않고， 주로 최고 의사결정 팀 

(top management team)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활용되는 실정이다 

(Bantel & Jackson. 1989; Jackson. Brett. Sessa. Cooper. Julin. & Peyronnin. 

1991; Wagner. Pfeffer. & 0 ’Reilly. 1984). 팀규모와 관련된 몇 안 되는 실증연구 

중 하나인 Hambrick과 D’Aveni (l 992)의 연구에서는， 파산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보다 큰 규모의 최고경영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High-tech 산업에서 보다 큰 규모의 최고경영팀을 보 

유하고 있었다(Cooper & Bruno. 1977; Eisenhardt & Schoonhoven. 199이 -

Steiner (l 972)에 따르면， 집단의 성과는 ‘잠재적 성과 과정상의 손실’의 식으로 나타 

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팀규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직 불명확하다 몇몇 학 

자들은 규모가 큰 팀이 작은 팀보다 더 나은 능력과 자왼을 보유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 

를 낼 것이라 주장하는 데 (Hill. 1982; Jackson. 1992; Shull. Delbecq. Cummings. 

1970) . 규모가 큰 팀이 더 나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Harison. 1975; Hoffman & Maier. 1961: Shaw. 1981: Sh버letal.. 1970): 

@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획득량의 증가 

@ 추론과 분석과정에서의 오류를 파악해낼 가능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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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전략적 대안의 도출 증가 

@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접 동원 

Hambrick과 D’Aveni (1 992)는 “기본적으로， 팀의 동원 가능한 자원의 규모는 팀 내의 

인원 규모에 따략11 된다(1992. p. 1449)"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논리는 Eisenhardt와 

Schoonhoven(1990)이 주장한， 신생 벤처기업에서는 왜 큰 규모의 팀이 더 유리한지 

에 대한 논리와 비슷하다 

한편으로， 큰 규모의 팀이 가지는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팀규모의 증가는 의사소통 

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유발한다(B!au. 1970: Shaw & Harkey. 1976). 이러한 점에 

서， 적은 규모의 팀은 좀더 강한 응집성 (cohesi veness)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팀원의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난다(Shaw. 1981: Swap. 1984) 또한， 적은 규모의 팀은 보 

다 빠른 속도로 의견일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Shul! et al.. 1970: Thomas & Fink. 

1963) . 비록 의사결정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팀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용(양질의 의사결 

정과 전략적 대안)과 비용(의사소통.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팀의 규모에 따른 효용이 중요한 경우(예， 중대한 의사결정과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상대적인 손실이 작아질 것이며. 팀의 규모에 따른 효용이 중요 

하지 않은 경우(예.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상대적인 손실이 커질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명제 13: 팀의 규모가 가지는 효과는 팀이 수행하는 과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명제 13a: 환경이 불확실하고.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팀에 있어서는， 팀의 

규모가 클수록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명제 13b: 환경이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팀에 있어서는， 팀 

의 규모가 적을 수록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팀규모가 가지는 효과는 연구자에 따라 팀성과에 대한 직접효과(예. G!adstein. 

1984: Hackman. 1987)와 간접효과(예. Langfred. 2000a)로 각각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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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팀규모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팀성숙도와 존속기간 

몇몇 실증연구들은 팀의 존속기간(tenure) 이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밝혔다(Hambrick & D’Aveni , 1992) ‘ Pfeffer (l983 , p , 323)에 따르면， 팀의 

구성왼들이 구체적인 업무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같이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팀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Katz (l 982)는 팀의 긴 존속기간이 팀을 안 

정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안정성은 목표갈등과 같은 현상을 적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R&D 팀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결과에서 팀의 존속기간과 성과 간에 비선형적 

인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결과가 팀의 세 가지 단계에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팀의 발전단계를 사회화(socialization)-혁신 (innovation) 안정 

화(stability)의 3 단계로 제시하며， 초기에는 낮은 사회화 수준으로 인해 낮은 성과를 

내지만， 점차 나아지는 성과를 내다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1후에는 ‘선택적 지각과 개 

인적 전문성에의 과도한 의존’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status quo’에 도달해 

서 성과가 낮아진다고 말한다. 팀의 발전단계에 대한 언급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표 13)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13) 팀의 발전단계에 대한 기존의 언구 

연구자 팀의 발전단계 구분기준 

Tuckman Forming • Storming • Norming • 
주요활통 

& Jensen Cl 977) Performing • Adjourning 

Moreland 
Investigation • Socialization • 

팀구성원의 

& Levine Cl 988) 
Maintenance • Resocialization • 

사회화과정 
Remembrance 

Petrovsky( 1979) 팀의 특질 

Wekselberg , Goggin , Low • High (팀/개인)목표일치성 

& Collings Cl 997) 태도일치성 

위의 연구들은 팀의 존속기간(tenure)에 비해 보다 정교한 개념인. 팀의 발전(혹은 성 

숙)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 13)에서 위쪽의 두 연구결과는 팀의 주요활동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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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의 사회화 과정에 따른 팀의 발전단계별 구분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이 각 

각 어떠한 성질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팀의 발전 

단계와 팀의 구체적인 성과간의 관계를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 아래쪽의 두 가지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팀의 특질상의 변화에 따 

라 팀의 발전단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에의 적용이 훨씬 유용하다. 

Petrovsky (1979 )는 팀원간 관계의 양호성과 팀의 성과 간 관계가 높을수록 팀의 발전 

단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Wekselberg와 그 동료들(1997)은 @ 팀-개인 목표 

일치성과 @ 구성원간 태도일치성이 높을수록 팀의 발전단계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팀 내 목표갈등과 태도상의 불일치성이 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할 때， 팅의 발전과 팀의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Wekselberg et al., 1997) 향후 연구 역시 팀의 발전단계를 구체적인 

‘성질의 변화(예， 목표일치성의 증가 혹은 태도일치성의 증가)’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할H야 한다. 

2. 팀과정 

팀의 유효성에 대한 팀 과정 (team process)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 

운 사실이다 예를 들어， Cohen과 Bailey( 1997)은 팀과정을 ”팀의 구성원 혹은 외부 

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및 갈등과 같은 상호작용(interactions such as 

communication and conf1ict that occur among group members and external 

others (1997 , p. 244))"로 정의하고 있으며， McGrath (1 984)는 팀과정을 “팀의 구성 

원간 발생하는 규칙적인 관계 (patterned relations among team members)"라 하였 

다(1984 ， p. 11) 이러한 정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막연한 개념을 ‘느끼게’ 해 

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게 해 줄 수는 없다 

(Marks , Mathieu , & Zaccaro , 2001) 

Marks 와 그 동료들(2001)은 팀 과정을 “집합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taskwork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인지적， 언어적， 그리고 행동적 활동을 통해 팀의 투입 

(input)을 산출(output)로 변환하는 과정 (members' interdependent ac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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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 inputs to outcomes through cognitive , verbal. and behavioral activities 

directed toward organizing taskwork to achieve collecti ve goals)"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들의 팀과정에 대한 정의는， Bowers와 그 동료들(1997 ， p. 90)에 의해 

언급되어진 ’teamwork'과 ‘taskwork’가 개념상 구별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Taskwork은 팀원들이 실제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 반면， teamwork은 

이러한 taskwork을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같이 수행해 나가는 가를 의미한다 

(Bowers , Braun , & Morgan , 1997) 따라서 팀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taskwork을 완수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팀 과정을 통해 teamwork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팀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teamwork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갈등(conf1ict)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 

(Cohen & Bailey , 1997) 

명제 14: Teamwork과 taskwork은 서로 구별되며， 아무리 taskwork이 잘 이루어 

지더라도 teamwork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변 팀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없다-

1) 갈등 

기본적으로 팀은 다양한 정보와 가치관이 어우러져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 

대되는 조직이다(Jackson ， 1992)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앞 다투어 세계화를 추구함에 

따라 이러한 다양성의 정도는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Byrne (1 971)의 유 

사성-매력 (similarity-attraction)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호관계(interaction)속 

에서 유사성을 더 선호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발이론(Chatman ， 1991)과 사회 

화이론(Van Maanen & Schein , 1979)등에서는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환경으로 

서 가치관과 인구구성적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의 다양성 이론가(예， Jackson , 

1992; Williams & 0 ’Reilly , 1998) , 집단 연구자(Lipnack & Stamps , 1993; 

Gruenfeld , 1995; Gruenfeld et al., 1996) , 그리고 창의성 연구자(Arnabile ， 1994; 

Oldham & Cummings , 1998)들은 집단 내의 다양성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보다 

큰 관섬을 보이고 있다-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conf1 ict)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발 

생원인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집단구성원의 다양성(개성， 인구구성， 사회적 배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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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승진경로 등)을 지적하고 있다(Jehn et a1., 1999). 그리고 앞에서 제시하였 

던 .다양성에 대한 우호’를 표시하였던 연구자들은. 이러한 집단구성원의 다양성이 불러 

일으키는 갈등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집단의 다OJ-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추 

측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다양성은 집단 내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림 12> 

는 Jehn (1 995 , 1997) , 그리고 Jehn과 그 동료들(1997 ， 1999)에 의해 연구된 집단 

내 다양성과 갈등의 관계에 관한 기본모형이다 

〈그림 12> 집단 내 다양성과 갈등， 그리고 팀유효성의 관계 

띠마J1 Q띤g파 

(oroup compositi。이 

E띄드월효 
(conllict) 

영향관계 

Task Conflict 

Aelationship 
Conflict 

Process Conflict 

‘ • 

엉 생과 
(Output) 

구성t!l EI도잊 g동 
(attltude & behavlor) 

’ 조 짙 작 용 (moderator variable) 

(+) 、 (+, -) 

과업 상효의존성 (Interdependence) I I 휠 규염 
과업 특g엉 (task complexîty) I I (team social norms) 

자료원: Jehn0995 , 1997) , Jehn et al.( 1997 , 1999)을 종합 • 정리하였음-

과업갈둥(task conflict)은 집단 내 과업상 문제에 대한 의견충돌에서 비롯되는 갈동 

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팀구성원의 학력적 배경. 전문지식상의 차이， 그리고 경험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Jehn ， 1995 , 1997)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1 ict)은 대인관 

계 상에서 나타나는 갈둥을 의미하며， 주로 팀원들의 사회적 배경(예， 인종， 출신지역， 

성별. 나이 등)에 의해 발생한다- 관계갈등의 발생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예， Ashforth & Mael. 1989). 과정갈등(process 

conf1ict)은 팀원의 가치관상의 차이 (value diversity)에 의해 발생하며‘ 팀의 과업수행 

과정상에서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의 결정 퉁과 같은 의사결정 문제상에서 비롯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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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관계갈등과 과정갈등은 팀구성원의 태도적 측면의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양성과 갈등， 그리고 갈등과 팀유효성의 관계는 과엽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팀 내부에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갈등현상을 용인하는 정도(즉， 팀 

의 사회적 규범)’가 얼마나 큰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Jehn과 그 동료들(1997 ， 1999) 이 제시한 다양성과 갈등， 그리고 팀유효성간의 관계 

는 기존의 관련 논의들을 효과적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 명쾌한 분석의 틀을 보여주고 있 

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Ashforth와 Mael (l 989)의 의견에 따르면， 팀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은 주로 

사회적 배경상의 차이， 즉 인구구성 측면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나， 심각한 지식배경의 

차이， 명확한 학력배경의 차이 등 또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내의 정보 

적 다양성이 매우 극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보척 다양성이 관계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적 다양성도 상황에 따라， 사회적 다양성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며 , 실제 팀의 구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둘째，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이 과연 명확한 경계를 짓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시된다. 

팀의 상황에 따라 이 둘 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업갈 

등이 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제 15 직무와 관련된 갈등 상황은 팀의 성과를 증진시키며， 직무와 관련 없는 갈등 

상황은 팀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을 악화시킬 것이다. 

명제 16: 팀 내 갈등이 팀유효성에 미치는 효과는， 팀과엽의 상호의존성 (task inter

dependence)과 복잡성 (task complexity) , 그리고 팀의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의사소통 

Shaw(l981)는 팀의 의사소통이 ‘집단행동의 핵심 (heaπ)’이라 하였으며， Katz (l 982)는 

의사소통을 .사회 관계시스템 (social system)의 정수(essence)'라 말하였다 팀의 의사소 

통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의사소통의 빈도(frequency) (예， Daft & Lengel. 

1984: Ancona & Caldwell , 1992a)와 공식성 (formality) (Katz , 1982)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 었다， Smith .2} 그 동료들(1994)에 의하면， 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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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쉽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쉽고 높은 

빈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증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 

다- 특히. Cameron (1 998)은 이러한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관계적 의사소통(relational 

communication)이라 구분하고 있으며. 관계적 의사소통은 구성원간의 응집성과 만족을 

높여 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명제 16: 팀 내부의 비공식적(관계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 팀의 유효성， 특히 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측면의 유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팀 내부의 다양성(특히 사회적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구성왼의 사회적 정체성이 명 

확해지며. 이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소속집단 내부에서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 

고， 서로 다른 사회적 소속집단 사이에서는 공식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다양성에 따른 관계갈동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관계갈등의 발생에 따른 팀의 과정상 특정 중 하나가 바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부 

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수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여전히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실한 결론도 내렬 수는 없으며， 향후 

연구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좀더 종합적인 연구와， 갈등과 의사소통간의 

명확한 관계를 밝혀야 한다. 

명제 17: 팀 내부의 사회적 다양성 (social category diversity)이 커지면， 팀 내부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줄어들 것이다. 

3. 조직수준 

사실. 수많은 연구자들은 팀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팀 

의 과업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저해할 수도 있는 조직수준의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Denison. Hart. & Kahn. 1996). 팀의 유효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조직수준의 요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조직수준 변수들의 팀에 대한 영향(예. Hackman & Oldham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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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r , 1986 , 1992) , 그리고 둘째는 팀수준 변수들의 조적에 대한 영향(예， Ancona 

& Caldwell. 1992a , 1992b)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주로 

조직의 팀에 대한 제도적 지원(예， 집단보상 제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흐름의 연구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팀의 경계관리 (boundary 

management)이다(Ancona ， 1990). <표 14>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조직수 

준의 변수들과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14>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조직수준의 변수들 

연구자 ‘긴~~ 내용 

팀과환경의 상호작용 
팀은 환경에 따라， informing, 

Ancona (1 990) 
(Team-environment interaction) 

parading , 그리고 probing과 

같은관리 전략을사용함 

Training, autonomy, supportiveness 
이들은 팀의 프로세스를 활성화 

Bailey(2000) 시켜 팀의 유효성에 ( +)의 영 
rewards , feedback 

향을 미치게 됨 

Cohen et a1.( 1996) 
Information , recognition , 이틀의 결합 접수가 팀의 유효 

training/resource , feedback 성과 (+ )의 상관관계를 가짐 

Training & technical consultation 이들은 팀의 프로세스를 활성화 
Gladstein (1984) rewards for group performance 시켜 팀의 유효성에 (+ )의 영 

supervisory control 향을미치게 됨 

Shea & Guzzo 
Reward system 

집단 보상시스템은 팀의 유효성 

( 1987) 을증대시컴 

Coordination with other teams 
autonomy and power 이들은 팀의 구조적 특성들이 

Hackman (1 987) linkage to functions 가지는 동기부여적 효과를 강화 

resources , mission and direction 시키는효과를가짐 

reward for team performance 

Lawler (1 986 , 1992) 
Power , information , rewards , 

팀의 성과를 향상시킴 
training , resource 

Langfred 
Group support 팀의 성과를 향상시킴 

& Shanley(l997) 

1) 제도적 지원 

Lawler(l986 , 1992)는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이 조직 전체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조직구조상의 요소(즉， power. information , rewards , 그리고 trainin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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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의 하부구조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는 않았지만， 작업 집단과 관련된 기타 참여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resource도 이러한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Lawler (1 973)의 동기부여 

이론들에서 제시되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직구조의 내적 일치성 

(internal congru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예， 

Galbraith. 1977)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수준에서의 동기부 

여와 시스템이론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예. Hackman. 1987: Shea & 

Guzzo. 1987)은 집단수준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ckman (1 987)은 팀유효성 모텔 속에서， 조직의 보상， 훈련， 정보， 

그리고 자원할당 시스템의 보조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Shea와 Guzzo (1 987)는 

팀보상제도가 팀성과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직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ladstein (1 984)도 자원. 교육 및 조언， 그리고 보상제도를 팀유효성 모텔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Lawler(l986. 1992)와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하 

고 있는 변수들의 대부분(예， 파워， 정보， 그리고 교육)은 그 구체적인 효과가 개인수준 

에서 나타나며， 집단의 특성(예， 집단과업상의 특성과 집단 자체의 특성)에 의한 상호작용 

이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집단보상제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Langfred. 

2000b: Wageman. 1995: Wageman & Baker. 1997). 앞서 언급하였듯이. Shepperd 

(1 993)는 팀에 대한 ‘집단보상. 제도의 효과가 팀의 ‘응집성’ 혹은 ‘상호친밀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Wageman (1 995). Wageman과 Baker (1 997) . 

그리고 Langfred (2000b) 등의 연구자들은， 팀에 대한 집단보상제도의 정도를 결과 상 

호의존성 (outcome interdependence)이라는 용어로 나타냈으며， 괴업 상호의존성과 

결과 상호의존성이 팀의 유효성에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공통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쉽게 말해서， 팀의 과업특성이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일수록 개인의 전체보상에 

서 집단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Wageman. 1995). 

명제 18: 팀의 과업 상호의존성이 커지연 커질수록， 전체보상에서 집단보상이 차지하 

는 비율을 늘려야 팀의 유효성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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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상과 관련하여. Williams와 Karau (1 99 1)와 같은 연구지들은 집단수준의 보상 

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명백허 높은 성과를 내지만， 이에 앞서 팀의 

구성원이 팀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보상제도가 펼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집단수준의 보상을 개인에게 연결시키는 과정상의 평가와 보상제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 

는， 팀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구조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에 의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지만， 팀제도에 적합한 평가 및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 

적으로나 그 기반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팀의 과업 상호의 

존성과 결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2) 팀의 경계관리 

팀의 경계관리 (boundary management) 혹은 팀의 외부 의사소통(external com

munication)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실시되어지고 있으며(예， 

Ancona. 1990; Ancona & Caldwel l. 1992a. 1992b; Griffin & Hauser. 1992. 

아직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다 아래의 〈표 15)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인 두 (가지의) 연구를 요약 • 제시하고 있다 

〈표 15) 팀의 경계관리(혹은 외부 의사소통) 방식 

연구자 경계관리 방식 연구결과 

환경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Ancona(l990) Parading(very passive) 보이 는 probing전략을 사용하는 팀 

Ancona & informing(medium) 은， 단기간에는 집단의 응집성과 만 

Caldwell (l992a. 1992b) probing(very active) 족도가 낮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팀유효성을 나타냉 

Phased review 팀에 따라 서로 다른 외부 의사소통 

Griffin & Hauser(l992) quality function deployed 방식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팀의 성 

L 
(QFD) 과와는 연계시키지 않았음 

외부 의사소통의 빈도는 팀이 경계관리에 있어 환경으로부터의 고립(isolation) . 혹은 

개방(open) 중 어떠한 전략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Ancona. 1990). Ancona 

(1990) 및 Ancona와 Caldwell (1 992a. 1992b)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다 개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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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의사소통 방식 (즉. probing 전략)을 보이는 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유효성 

을 나타내었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보이는 팀은， 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적합 

성을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외부 의사소 

통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팀 리더의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Ancona. 

1992a. 1992b) 

명제 19: 적극적인 외부 환경과의 의사소통 활동을 보이는 팀이 가장 큰 유효성을 나 

타낼 것이다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희박한 실정이므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팀의 외부활동이 개방적일 경우， 명백한 효과가 존재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향후연 

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팀의 개방적인 외부활동에 따르는 부작용(예를 들어， 팀의 

응집성 약화와 만족도 저하 등)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표과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를 줄일 것인가이다- 또한， 팀의 외부활동 혹은 외부 의사소통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IV. 결론및 토의 

지금까지 팀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한 종합모형들(예. Gladstein. 1984: Shea & Guzzo. 

1987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슈들을 다루었으며， 그 과 

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특히， 종합모형에서는- 개별 결정변수들이 실제로 어떠한 과 

정을 거치면서 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단 

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재조합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는 노력을 주로 시도하였다. 둘째， 과업 혹은 팀구조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구성원 즉 인적 구성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여 왔다. 셋째， 조직적 지원 혹은 과업의 특성(예， 과업 상호의존성)이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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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 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다소 단순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팀의 종합모형에서 사용된 각 결정변인 

들이 도출된 배경이론을 탐색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가지는 영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관련된 분야의 핵심 연구내용들을 검토하여 향후연구의 방향을 명제 (proposition) 

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팀유효성과 관련된 향후연구에서 

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 

고있다. 

첫째， 팀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편의 논문으로 이를 모두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본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중요 연구들이 누락되었다 둘째， 연구의 중심이 변수들의 효과에 국한되었던 

관계로， 팀유효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변수들의 레벨에 관한 이슈를 

다루지 못했다.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향후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좁더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복잡한 변수들간의 관계와 표과 

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에서처럼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는 종합모형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마도， 기존의 종합모형틀 역시， 개별변수들의 복잡한 효과에 당면했겠지만， 종 

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 

후연구에서 극복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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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academic research on teams have been done as the team structures 

were in fashion in the real world for the past 15 years. The research on teams. 

however. is not only diversified in various areas as psychology. sociology. 

politic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but also is not systematically 

synthesized yet. This study do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ynthesis 

of the determinants of team effectiveness. It does a theoretical exploration 

as to what process each determinant {of the comprehensive modell go through. 

what interactions occur among them as they affect team effectiveness. 

Propositions are made to make clear summary of the exploration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on team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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