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학에서의 ‘좋은 웍’의 특성  유형에 한 

학원생의 인식 연구

*최윤미(崔允美)*

이 연구는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팀웍'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의 

팀웍역량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팀웍 및 팀웍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92명의 학생들에게 팀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한 자신의 경험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개방형 진술을 분석하여 '좋은 팀웍'의 조건과 요인을 범주화하고 '좋은 팀웍'의 유형을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팀웍은 크게 팀의 운영방식, 팀리더의 태도, 팀구성원의 태도, 성과, 그리고 

팀구성원의 역량 등의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좋은 팀웍'의 유형에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던 팀웍, 팀의 분위기나 의사소통 및 업무분담 등 운영 방식이 좋았던 팀웍, 그리고 팀원과 팀리더의 태도가 

좋았던 팀웍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문공동체에서 대학원생의 팀웍역량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원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의 '좋은 팀웍'의 모습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팀웍 개발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웍, 웍역량, 웍개발, 인 자원개발

Ⅰ. 서론

불확실한 사회  경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응하면서 정보를 빠르고 유연하게 축

할 수 있는 조직 형태로서의 은 모든 지식 노동의 이상 인 조직 형태가 되었다(Horx,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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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에 걸쳐 많은 조직들은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그 구조를 환하 다

(Guzzo & Dickson, 1996). 포 (Fotrune) 500  기업  80% 이상이 조직을 제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Robbins, 2003), 을 이룬 과업 수행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 웍 형성은 요한 이슈가 되었다(Guzzo, 1995).

조직의 입장에서 은 통 인 기능식 조직에 비하여 개인의 업무 부담을 일 수 있고,  

동료들의 행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원들이 자신의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각기 

다른 문 분야들을 통합하여 시 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 이 있다(Mathieu et al., 

2000). 웍을 통해 집단 간의 경쟁을 진시킬 수도 있다(Johnson & Johnson, 1991).  구성

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Topping, 1998),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을 시간 리, 의사소통  상 능력 등의 이 가능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기업조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웍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으로 

OECD는 오늘날의 복잡한 삶이나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 인 삶이나 사회의 발 을 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이

질 인 사회에서 성공 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세 가지 요한 핵심역량의 범주  하나로 꼽

았고, 그 하  요인으로 타인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 하는 능력, 력하는 능력을 제시하 다.

사회 반에 걸쳐 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경 학과 조직심

리학 분야를 심으로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의 성공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 특히 기업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Turner,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 부합하는 

의 기능과 의 효과성을 향상 혹은 개선시키기 한 방안을 체계 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은 

여 히 부족하다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Guzzo & Shea, 1992; Turner, 2001).

을 이룬 과업 수행의 형태는 기업 조직 이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단 인 

로 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상인 노벨상의 역  수상자를 보더라도 개인이 단독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시 는 이미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 장에서도 웍역량 개발은 교육 내용 

속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핵심어로 등장하 다. 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사회화를 

동시에 증진시키고(Cohen, 1994)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수방법(Johnson & Johnson, 

1992)으로서 동학습을 도입하여, 통 인 교수방법에 비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거두고 있다. 

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업기 능력으로서 동, 업  인 계 능력이 요해지면

서 학에서 학생들에게 웍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Fredrick, 2008).

2003년 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인재상’에서 조직  인 계 

측면에서 력, 조, 업 등이 조사 상인 9개 기업의 인재상에 공통 으로 등장하 다. 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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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2007)은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하여 직업

기 능력의 하  역을 여섯 가지로 설정하 는데, 그  하나의 역으로 ‘ 인 계  력’

을 제시하 다. 이 항목의 평가 요소에는 력, 리더십, 그리고 조직에 한 이해가 있다. 박동

열(2006)은 학생의 직업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 일곱 가지 역  

‘ 인 계능력’ 평가하고자 하 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웍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요한 능력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학교육 과정을 통해 개발해야 할 역량이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반에 걸쳐 을 매개로 조직 문화와 조직 운 의 핵이 새롭게 결성되고 있고, 학 

 학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에 한 개념을 인지하게 하고 웍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다고 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 과업

을 으로 수행하게 한다고 해서 학습자의 력 혹은 동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Bolton, 1999), 그리고 학 교육 장에서 을 이루어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웍

이 요하다 에 한 인식의 공감 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의 성과에 한 경쟁이 

차 강화되면서, 교수자나 학습자는 실 으로 과 웍에 하여 심도 있게 고민을 하거나 

웍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웍역량 개발에 심을 가질 여유조가 없게 되었다.

교수자나 학습자가 과 웍의 개념을 인지하고 웍역량을 효과 으로 개발한다면 학습자

의 과업 성취를 한 동기도 강화할 수 있고 학업에 한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Griffin et al., 2001). 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성공 인 웍, 효과 인 웍, 혹은 좋은 웍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웍뿐만 아니라 성과를 향상을 한 요소들에 주목하게 한다는 에

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에게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

로 학원생들의 웍역량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는 학원생들이 실제

로 학원 과정 에 경험하는 ‘좋은 웍’의 모습과 유형을 범주화하고 군집화 하는데 을 

맞추었다. 웍이 학원생들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동기, 정서  인지  측면에 

향을 미친다는 에 비추어볼 때, 학원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웍’의 모습을 밝히는 

연구는 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운 방식과 웍역량 개발에 련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원생 집단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웍’은 어떠한 유형을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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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원생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좋은 웍’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Ⅱ. 팀웍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및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팀웍

1. 팀웍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혹은 집단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에 해서는 

의견의 합치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은 다양한 목 (학습, 제품 생산, 문제 해결, 상 등), 형

태(가상조직), 규모와 지속성(특별조직, 장기조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Cohen 

& Bailey, 1997), 을 정의하는 방법이 각기 상이한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란 무엇인지에 하여 이해하려면 우선 이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조직행동 분야의 연구들이 밝힌 이 집단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

에는 공동의 목표와 목 , 상호 신뢰와 의존, 감정과 이견에 한 열린 마음, 그리고 합의에 의

한 의사결정(Mullins, 2005), 동, 조정  응집(Buchanan & Huczynski, 2004), 갈등 조정, 

원들 간의 신롸와 감정(Casey, 1985,), 집단 , 시 지 효과(Luthans, 1995)가 있다. 즉, 이란 

과업과 련하여 명확히 정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하여 상호의존 으로 일하는 개인이 

모인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웍은 통 으로 의 투입요소, 의 과정요소, 그리고 의 결과요소가 정렬되는 시스템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의 투입요소에는 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특징, 웍이 일어

나는 맥락의 요소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태도 요소가 포함된다. 의 과정요소에는 과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가 포함된다. 의 결과

요소는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로 구성된다(Hackman, 1987; Ilgen, 1999; McGrath, 

1984). 일반 으로  과정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결과물을 산출하기 하여 

동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웍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다.

통 으로 웍에 련된 연구들 에서는 일반 인 웍 기술을 밝히고자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반부터  구성원들의 구체 인 역량을 밝히려

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Cannon-Bowers et al., 1995; Stevens & Campion, 1994). 일

반 으로 알려져 있는 역량의 개념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성이다(Boyatiz, 1982). 

보다 더 구체 으로 Parry(1998)는 역량의 개념을 직무(한 가지 이상의 역할 혹은 책임) 수행에 

향을 미치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집합체로 규정하 고, 역량은 직무 성과와 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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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높은 수 을 기 으로 측정할 수 있고, 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 다.

웍역량은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특성이다. 연구자들은 웍역량을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역량의 집합체(Cannon-Bowers et al., 1995), 일반 으로 찰할 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지식, 태도, 인지기술(Baker & Salas, 1997), 동성, 통합된 노력, 개방  의사소통, 친근감을 특

징으로 하는 집단 과정(Hatcher & Ross, 1991)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역량 요소들이 함께 어우

러져 시 지 효과를 발휘할 때 ‘좋은 웍’을 발휘하고 결과 으로 의 성과도 향상된다.

한편, 을 지식, 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할수록 직무 성과가 높고, ‘좋은 웍’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tevens & Campion, 1994). 웍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은 크게 인과 자기 리에 련된 역으로 구분된다. 인에 한 지식, 기술, 능력의 하  

역에는 갈등 리, 동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고, 자기 리에 한 지식, 기술, 

능력의 하  역에는 목표 설정  성과 리와 기획  과업 조정이 있다.

‘좋은 웍’을 이루기 한 가장 요한 요소로서 지식을 들 수 있다. 조직이 을 심으로 

운 되고 있고, 은 종종 다면 이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하여 조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지식은 ‘좋은 웍’을 이루기 

한 요한 요소이다(McIntyre & Salas, 1995; Mohrman, 2003). 과업을 수행하기 해 갖추어야 

할 직무지식뿐만 아니라 웍 그 자체에 한 지식도 웍의 성패를 좌우한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웍에 한 지식의 수 에 따라  과업의 숙련도가 결정되기도 하고 효율 인 

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Hirschfeld et al., 2006). 결국 웍에 한 지식이 없다면  구성원들

은 상호 유기 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Ellis et al., 2005). 따라서 연구자들은 오

늘날의  심의 일터에서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계를 구

축할 수 있을지에 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Campbell, 1999; Lankau & Scandura, 2002; 

Mohrman, 2003).

웍의 구성요인으로서의 기술은 의 과업을 완성하기 한 필수 요소이다. 웍 기술에는 

리더십(Marks et al., 2001; Smith-Jentsch et al., 2001), 의사소통(Smith-Jentsch et al., 2001), 피

드백(Marks et al., 2001), 개인의 기술  혹은 기능  문성,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능력, 그

리고 모든 에서 발생하는 인간 상호작용에 련된 것이 포함된다(Katzenbach & Smith, 

1993). 이 에서 특히 의사소통은 웍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로서, 의사소통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으로 묶어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효과 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

을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은 제 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Hayes, 2002). 의사소

통의 목표  하나는 조화를 이루기 한 것이다. 한 의사소통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효율 이고 효과 인 웍을 구축할 수 있다(Biggers & Ioerg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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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좋은 웍’의 요건 의 하나라는 도 있다(Davis et al., 1992; 

Newman et al., 1999).  구성원과 조직 문화의 다양성 역시 효과 으로 을 운 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웍에 요한 향을 미친다(Senior & Swailes, 2007).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인 경우, 정보, 연구 기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

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게 된다(Topping, 1998).

‘좋은 웍’의  다른 조건으로 명확한 수행 목표를 들 수 있다. 이 수행해야 할 목표와 

결과물에 한 이미지가 불명확하면 기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즉, 이 수행해야 

할 목표가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면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스

트 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구성원의 사기가 크게 

하되게 된다. 따라서  활동을 해서는 의 수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구성원과 공유해

야 한다(장성근, 2003).

박원우(2006)는 웍의 구성요인을 종합하여, 웍의 구성요소를 응성(유연성, 보상행동, 

탄력  기능 재분배), 공유된 상황인식(상황인식, 시스템 인식의 개발, 공유된 문제 개발), 성과 

모니터링  피드백(구성원 내 피드백, 상호성과 모니터링, 차 유지), 리더십  리(과업

구조 결정, 임무분석, 동기부여), 구성원 간 계(갈등해소, 조, 확신감, 역확장), 통합(과업 

조직화, 과업 상호조정), 의사소통(정보교환, 타 구성원 컨설 )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웍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은 주로 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역할에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좋은 웍’은 개인 역량의 산술  합이 아니라 성과에 정 인 

시 지를 창출하게 하는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웍이란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의 측면과  구성원들 간

의 인간 인 유 감 측면까지 포 한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박원우, 2006). 즉, 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혹은 그 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과거에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이

루었는지 등에 련된 공식 , 기능 , 구조 인 측면 외에 성과에 향을 미치는 비공식  

측면, 즉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한다.

효과 인 웍을 단하는 기 으로서 의 구체 인 성과,  구성원의 만족도, 이직의도 

등을 들기도 한다. 특히,  유효성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Senior & 

Swailes, 2007). 성과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손쉽게 알려주는 잣 가 되기 때문에, 

성과를 통해 웍의 수 을 추정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통해 웍을 평가

할 경우 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과업을 수행한 과정과 방식도 요한 

거가 되어야 한다(Brannick et al., 1997). 를 들어, 과학 연구 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의 수, 한정된 재화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산출한 결과물의 수, 작동 오류의 감소 비율 

등 수량화가 가능한 형태의 결과물을 통해 의 성과를 단한다(Jones & Schill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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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의 질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한  다른 지표로 정보의 공유, 과업 수행을 한 면 한 

조정,  구성원의 잠재력 활용, 상호 지원, 노력, 그리고  응집력을 들기도 한다(Hoegl & 

Gemuenden, 2001). 이러한 요소들은 웍의 수 을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연계시켰고, 이러

한 지표들이 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밝혔다. 한 개별  구성원들의 사고, 

태도, 행동, 기술  역할, 목표 설정, 목표 명확화, 목표 달성에 한 의지  목표 달성을 포함

하는 의 목표 혹은 목 , 아이디어 생성, 의사결정, 갈등 리, 의사소통 방식, 책임의 분배 

 조정, 행동 계획  리더십 유형과 같은  과정, 그리고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리  보

상 체계 등과 같은 조직  맥락도 의 효과성 평가의 거가 된다(Senior & Swailes, 2007).

이 게 다양한 웍 평가 지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 인 을 단하는데 련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웍을 과정의 개념이 아니라, 주로 투입 요인에 해당하는 인

지, 언어 혹은 행동이 목표 달성에 주는 향에 한 연구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Marks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지 까지 연구자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체 인 과정과 역동을 간

과해 온 측면도 존재한다(Campion et al., 1996).

의 유효성을 단하기 해서는 개별 뿐만 아니라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의 유효성을 단하는 주체가 구성원인지, 리자인지, 혹은 최고경

층인지에 따라 그 이 달라지므로 효과 인 의 모습을 단하기 해서는 다양한 

을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 요소, 즉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 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박원우, 2006).

지 까지 살펴본 웍의 구성요소와 향요인 혹은 유효성에 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조직

을 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하에서는 학원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웍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팀웍
학에서 길러내야 할 핵심역량에 한 논의는 다양한 층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  기업

의 요구는 2003년 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의 바람직한 인재상  이의 실천 과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에서 양성하는 인재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

기 하여  다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 실임을 지 한 바 있다. 이는 우리

나라 학이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는데 필요한 주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실제 수행 자체가 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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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형 인 성공요인, 즉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핵심역량을 통해서 한 개인의 능력을 측정․평

가할 필요가 있다.

진미석 등(2007)은 학생의 직업기 능력을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공통

으로 요구되는) 핵심 인 기 역량이자 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 다. 그리고 직업기 능력을 진단․평가하기 하여 그 하 역을 ①의사소통, ②자원, 

정보, 기술의 처리  활용, ③종합  사고력, ④ 로벌 역량, ⑤ 인 계  력, ⑥자기 리 

등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 다. 박동열(2006)은 학생의 직업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 ①문제해결  발표능력, ②기술활용능력, ③자원활용능력, ④수리능력, ⑤조

직이해능력, ⑥ 인 계능력, ⑦자기 리능력 등의 일곱 가지의 역을 직업기 능력의 하

역으로 설정하 다.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으로서 OECD의 DeSeCo 로젝트에서는 자율 으로 행동하는 역량,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이질 인 사회에서 성공 으로 기능하는 역량을 개인의 성공

인 삶이나 사회의 발 을 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규명하 다(Rychen & 

Salganik, 2001). 이 연구에서는 특히 타인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고 력하는 능력을 이질

인 사회에서 성공 으로 기능하는 역량의 하 범주로 제시하 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기 과 학자들은 공통 으로 웍역량을 학이 길러내야 할 핵

심 인 역량 요소로 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자(연도) 내용 팀웍 관련 역량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개인 역량, Global Capability, 조직 역량(대인관계 등), 

태도 및 가치관
대인관계, 협업, 협력

박동열

(2006)

문제해결 및 발표능력, 기술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진미석 외

(2007)

의사소통, 자원, 정보, 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
대인관계 및 협력

Candy

(2000)
의사소통, 팀웍, 리더십, 분석적 및 비판적 사고 팀웍

Rychen & Salganik 

(2001)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 

이질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협력하는 능력

<표 1> 학이 길러내야 할 역량  웍 련 역량

조직에서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 자원에 한 요구는  세계

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조직의 에서 보는 문성의 요소가 학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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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안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웍역량은 리더십 역량과 더불어 고등교육 단계를 거치면

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매우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을 이룬 학습 경험은 좋은 교

육의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Dunne & Rawlins, 2000).

고등교육 단계에서 웍역량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은

(Bath et al., 2004), 학습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교육과 취업의 계가 요해졌

으며, 교육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Cummings, 1998). 통 으로 

고등교육의 목 은 학문 분야에 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다른 일반기술, 즉 지

능력과 사회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부차 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Hare & Powrie, 1992). 

이 게 학문기술(직업기술)과 일반기술( 이 가능한 기술)을 분류함으로써 일반기술은 교육과

정 속에서 잠재  혹은 비공식 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통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지식 체계와 교수-학습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기술 개

발을 지향하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Assister, 1995). 를 들어, Candy(2000)는 학문 

지식은 지속되지 않지만 의사소통, 웍, 리더십, 분석   비  사고 등의 일반기술은 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구나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이며, 이러한 일반기술을 개발할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은 학 교육 과정의 요한 요소라고 하 다(Bath al., 2004). 특히 복잡한 집단 

과업을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하여 타인과 동하는 능력이 부족함이 지 되고 있고, 이는 

학원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제기된 바 

있다(Vickers, 2000).

사회 각 분야에서 력과 업의 요성이 부각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반에 걸쳐 

웍역량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육 단계에서 웍역량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핵심역

량 의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단 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혹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이 구성된다고 하여 웍역량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Bolton, 1999). 따라서 교수

자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에게 웍역량을 개발하고 ‘좋은 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웍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생겼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에 재학 인 석․박사 과정생  수업이

나 지도교수  내에서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92명을 상으로 하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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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연구 심을 표방하는 학으로서, 교육학과의 경우 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태

도  자기 리, 지식, 국제화  학문공동체 역량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특히, 학문공동체 역

량 범주 내에는 인 계능력과 웍 능력, 학문  리더십, 학문  트 십 형성 등의 요소들

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학기 A 학교 교육학과 학원 석․박사과정의 재학생 수는 총 176명으로, 이  

석사과정생은 118명, 박사과정생은 58명이다. 이 연구를 수행했던 2009년 1학기에 개설된 학

원 강좌는 총 42개로서, 이  최소 1회 이상 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는 강좌는 13개(31%)

에 이른다. 한 학과 교수들의 66.7%가 지도학생들과 을 이루어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공식 인  활동 이외에 학생들이 자체 으로 조직한 학술모임이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 이

와 같이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은 웍역량을 재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고, 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원생들을 상으로 웍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의미가 있고 한 사례가 된다고 단하 다. 이러한 연구는 지 까지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에서 암묵 으로 수행되어 온  단 의 학습을 한층 더 유의미한 학

습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함의를  수 있을 것이다.

수합된 질문지를 토 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  학 과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남학생이 20명(21.7%), 여학생이 702명(78.3%)이었고, 석사과정 재학생이 50명(54.3%), 박사과정 

재학생이 42명(45.7%)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9.8세 다.

2. 연구도구
1) ‘좋은 웍’에 한 개방형 질문지

이 연구를 한 설문지는 사고목록법(thought-listing, Cacioppo & Petty, 1981)을 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을 이루어 과업( 로젝트, 연구, 수업 과제, 스터디 모임 등)을 수행한 경험 

에서 웍이 가장 좋았던 때의 떠올리면서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도록 구성하 다. 사고목록법

은 특정 과업 수행 혹은 경험 이후의 후향  결과, 즉 사고의 목록을 기술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는 웍이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떠한 과업을 수

행하는 이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 는지, 원의 구성은 어떠했는지, 리더

와 원의 역할과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 의 웍이 과거에 속했던 다른 의 웍과 차별되

는 은 무엇이었는지, 그 의 웍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한 개방형 질문이 있

었고, 이에 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  상세하게 답변해  것을 요청하 다. 이 밖에

도 나이, 성별  학 과정 유형 등의 간단한 인 사항도 함께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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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집단 면담

질문지에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 내용이 모호한 응답자 4명을 상으로 면 면 면

담(1명)과 화 면담(3명)을 실시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차를 거쳤다. 한 연구 결과를 풍부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응답을 한 2명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 그 내용은 주로 웍이 좋았던 때의 구체 인 사례와 일화 등을 심으로 

하 고, 당시의 경험을 심층 으로 기술한 회신을 받았다. 표  집단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

료는 내용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한 설명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되었다.

3. 분석방법
‘좋은 웍’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연구자는 ‘좋은 웍’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내용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범주의 차원이나 속성은 선행연

구에서 논의되었던 ‘좋은 웍’의 구성요소, 효과 인 의 조건 등과 련시켜 도출하 다.

개방형 설문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복되는 항목은 삭

제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인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이종

성, 1998). 내용분석은 일반 으로 분석 목 에 합한 범주로 나 고, 분석단 (analysis unit)

를 결정하고, 이를 수량화(quantification)하는 과정을 거친다(김병성, 1997). 이 연구에서도 내

용분석의 차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좋은 웍’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을 토 로 ‘좋은 웍’

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심으로 범주화하고 그 안에 특정한 양상과 주제가 있는지 찾고, 수량

화하기 한 방안으로 빈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내용분석 결과에 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이 연구에 참여한 학원생  두 

명의 학생을 무작 로 선정하여 연구자의 내용분석 결과와의 일치 정도를 비교하 다. 즉, 평

정자에게 연구자가 실시한 내용분석 결과를 읽게 하고, 각 항목별로 연구자의 분류 결과가 

하다고 단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1’,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평정을 하게 하 다. 이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범주화 결과에 하여 두 명의 평정자와 

연구자 간의 평정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Cohen's Kappa 값을 구하 다(Cohen, 1960). 

Cohen‘s Kappa값은 -1.00부터 +1.00 사이에 치하는데, .40에서 .59 사이의 값은 한 신뢰

도 수 을, .60에서 .79 사이의 값은 괜찮은 신뢰도 수 을, .80에서 1.00 사이의 값은 매우 좋은 

신뢰도 수 을 나타낸다(Landis & Koch, 1977). 최 값인 1.00은 두 명의 평정자 사이의 완벽한 

의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Cohen, 1960). 이 연구에서 평정자 사이의 합치도를 분석



268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과 분석

(하위범주의 빈도분석, 2단계 군집분석,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이진코드로 변환

'좋은 팀웍'의 특성 도출

내용분석 결과의 신뢰도 검증(Cohen's Kappa)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하여 범주화

'좋은 팀웍'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 표적 집단 면접

[그림 1] 연구 차

한 결과 Kappa=.91, p<.01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평정자간 의견의 합치 수 이 매우 높고, 연

구자의 내용분석 결과가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 결과 ‘좋은 웍’의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 상 범주와 열두 개의 하 범주로 분류

되었다. 이후 열두 개의 하 범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계량화하기 하여 해당 

범주에 상응하는 응답을 한 경우 ‘1’, 그 지 않은 않은 경우 ‘0’의 이진코드(binary code)를 부

여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변환시켰다. 양화된 자료를 토 로 각 하 범주의 빈

도를 살펴 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좋은 웍'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인지 분석하

다. 이와 함께 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유형을 밝히기 하여 2단계 군집분석

(two-step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이란 실험의 결과나 표집 등에서 얻어진 사

례들을 특정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 인 몇 개의 군집(cluster)으로 나 어 분류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좋은 웍’을 구성하는 

변인들을 토 로 각 변인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군집화하며, 각 군집간의 특성과 상

호 계를 악하는 군집분석의 과정(Gordon, 1999)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나 학 과정의 유형에 따라 ‘좋은 웍’의 하  범주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자

승(x²)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

이상의 연구 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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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좋은 팀웍’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좋은 웍’의 특성, ‘좋은 웍’의 모습을 열두 개의 하 범주로 분

류하고, 응답 원안을 재분석한 결과를 계량화된 자료로 변환한 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비율)

팀의 운영방식
자율적 분위기
효과적인 업무 분담
열린 의사소통과 피드백

74(80.4)
80(87.0)
92(100)

팀리더의 태도
솔선수범
합리적

78(84.8)
78(84.8)

팀원의 태도
목표의식
주인의식
배려

92(100)
92(100)
60(65.2)

성과
높은 성과
심리적 만족

74(80.4)
62(67.4)

역량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
유사한 학문적 배경

56(60.9)
66(71.7)

<표 2> 학원생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범주와 빈도(사례수=92명)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생들이 경험한 ‘좋은 웍’은 의 운 방식, 리더의 태도, 원

의 태도, 성과,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 면에서 뛰어났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운 방식의 

하  범주에는 ① 자율  분 기, ② 효과 인 업무 분담, ③ 열린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있었

고,  리더의 태도는 ④ 솔선수범하는 리더, ⑤ 합리 인 리더로 구성되었다. 원의 태도의 

하 범주에는 ⑥ 목표의식, ⑦ 주인의식, ⑧ 배려가 있었고, 성과의 하 범주에는 ⑨ 높은 성과

와 보상, ⑩ 심리  만족이, 구성원의 역량 범주에는 ⑪ 구성원의 뛰어난 역량과 ⑫ 유사한 

학문  배경이 있었다. 각 하 범주에 한 표 인 응답의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 운 방식에 있어서의 자율  분 기는 “사 에 정립된 인간 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계가 좋았던 것 같다”, “우리 은 서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 “학생들이 자율 으로 연구

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극 으로 수용하려고 했고, 수용

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었다”, “일과 연구도 열심히 하고 개인 으로 친해질 수 있

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의 운 방식에 있어서 효과 인 업무 분담은 “  리더뿐만 아니라 원들 스스로 각자와 

서로의 장 과 단 을 잘 악하고 있었다”, “ 원들의 강 과 약 을 잘 살려 업무 분장을 했

기 때문에 효과 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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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은  어떤지에 하여 정보가 명확했다”, “능력에 맞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부담이 

가 되지 않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의 운 방식에 있어서 열린 의사소통과 피드백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언 한 ‘좋은 웍’을 

이루는 가장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에 하여 수시로 토의를 했다”, “과제에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 었다”, “ 리더와 원들 간, 혹은 원들 

자체 으로도 피드백을 자주 했다”, “ 정 , 극 으로 피드백을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들이 극 으로 칭찬하는 분 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리더의 태도도 ‘좋은 웍’에 향을 미치는 요한 범주로 밝 졌다. 솔선수범하는 리

더는 “리더라고 지시하고 수합하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자신이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했

다”, “  과제에 극 으로 임하 고,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강한 추진력을 보 다”, “과제

를 성공 으로 완수하기 하여 높은 의욕을 보 다”, “  과제의 완수를 하여 헌신 으로 

노력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합리 인 리더도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는데, “  분 기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

했다”, “과제에 한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안목이 있었다”, “목표 달성을 하여 방향을 모

색하고 유연하게 조정하 다”, “매사에 합리 이었다”, “ 립 인 태도를 지켰다”, “  구성원

들간의 의사소통에서 허 의 역할을 잘 해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리더의 태도만큼 원들의 태도도 ‘좋은 웍’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주어진 

과제를 반드시 성공 으로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모두 강했다”, “ 원들 간의 경쟁의식이 높은 

때가 있었는데, 덕분에 목표도 잘 달성하고 웍도 더 좋았었다”, “  과제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태도가 강했다”, “  과제에 참여한 동기가 뚜렷해서 그만큼 극 으로 참여했던 

것이 좋았다”, “공동의 목 과 의지가 다른 보다 더 강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주인의식도 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한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했

다”, “자기 몫을 다 하고도 더 했다”,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 

“모두 즐거즐거마하고었다”, “ 무 재미있었다”, “열의와 열정이 높았다”, “모두 다른 일로도 

바빴을 텐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원들간의 배려도 ‘좋은 웍’을 이루는데 향을 미친다. “  과제가 힘들어도 서로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 “ 원들이 인간 으로 호의 이었다”, “모두 수업이나 다른 과제로 바

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정을 많이 고려해주었고 많이 배려했었다”, “다른 원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

가 있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성과가 좋은 경우 웍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면 으로 드러난 

성과가 만족스러운 경우 ‘좋은 웍’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좋은 성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참 만족스러웠다”, “성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으나 좋은 웍을 이루고 좋은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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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범주 하위범주 응답의 예

팀의 운영방식

자율적 분위기

상호 신뢰속의 친밀한 분위기
진취적
실수를 인정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수용됨

효과적인 업무 분담
팀원들의 장점, 강점을 살린 업무 분담
명확한 역할 분담
팀원 전체가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음

열린 의사소통과 피드백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반대 의견도 수용
적극적, 긍정적 피드백
칭찬

팀리더의 태도

솔선수범
솔선수범하는 리더
적극적, 의욕적으로 팀의 과업을 수행하는 리더
팀 과업의 완수를 위한 헌신적이면서 희생하는 리더

합리적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함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함
중립적인 태도

팀원의 태도

목표의식
목표 달성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망
배우려는 태도
긍정적 마인드

주인의식
진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열정
과업에 관심을 갖고 즐김

배려
상호존중, 의견존중
서로의 입장을 배려함
시간약속 엄수

성과

높은 성과
성과가 좋았음
칭찬을 들었음

심리적 만족
좋은 성과로 인하여 팀원 모두가 만족함
성과는 나빴으나 좋은 팀웍을 이루어 만족스러움

역량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유사한 학문적 배경
지식수준이 유사함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

<표 3> 학원생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특성

만나서 만족스러웠다” 등의 심리 인 만족도 요한 요인으로 밝 졌다.

끝으로 구성원의 역량이 ‘좋은 웍’을 이루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의 뛰어난 역

량도 요하고 유사한 배경을 지닌 원으로 이 구성되는 것도 요한 범주로 드러났다. “개

개인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 지 효과가 컸다”, “다양한 역에 걸쳐 이것 잘 하는 사람, 

것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고 배울 도 많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모두 같은 공부

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수 이 유사했다”, “학  과정은 달랐으나 서로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수 이 비슷해서 좋았다” 등의 구성원들의 유사한 배경

이 ‘좋은 웍’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각 하 범주를 구성한 표 인 응답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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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팀웍’의 유형 분석
 <표 3>에서 제시된 ‘좋은 웍’의 특성으로 분석된 다섯 가지 상 범주를 심으로 ‘좋은 

웍’의 유형을 밝히기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좋은 웍’에 한 가장 설명력

이 높은 최 의 군집의 수를 최  5개까지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3개의 

군집수를 설정하 을 때 ‘좋은 웍’의 유형에 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학원생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유형

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유형을 살펴보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

형 1은 을 이루어 수행한 과업의 성과가 높은 경우에 웍이 좋았던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으

로, 유형 2는  구성원의 역량은 다소 낮았으나 의 분 기나 의사소통  업무분담 등 운

방식 면에서 웍이 좋았던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유형 3은 원과 리더의 태도가 ‘좋

은 웍’을 이룬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3. 성별 및 학위과정에 따른 ‘좋은 팀웍’의 특성 분석
다섯 가지 상 범주와 열두 가지 하 범주로 이루어진 ‘좋은 웍’의 특성이 성별  학 과

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 다. 먼 , 성별에 따라 ‘좋은 웍’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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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성과에 한 심리  만족(χ²=5.944, df=1, p=.025)

과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χ²=4.673, df=1, p=.031) 범주에서만 차이가 났다. 한편, 학 과정에 

따라 좋은 웍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 어느 하  범주에서도 학

과정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원생이 인식하는 ‘좋은 웍’의 특성과 범주를 살펴 으로써 과업 수행을 

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웍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밝히고, 

그 결과를 기 로 학원생의 웍역량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개방

형 질문지에 한 응답과 추가 인 표  집단 면담을 통해 드러난 ‘좋은 웍’의 특성은 다섯 

개의 상 범주와 열두 개의 하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좋은 

웍’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유형, 즉 높은 성과를 달성했던 웍, 의 분

기나 의사소통  업무분담 등 운 방식이 좋았던 웍, 그리고 원과 리더의 태도가 좋

았던 웍인 것으로 나타났다.

웍의 구성요소를 지식, 기술, 능력으로 제시한 기존의 연구 결과(Cannon-Bowers et al., 

1995)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지식수 , 그리고 개인들이 다양

한 역에 걸쳐 갖고 있는 문성은 학원생들이 인식한 ‘좋은 웍’을 이루는 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한 동성, 통합된 노력, 개방  의사소통이 ‘좋은 웍’을 형성하는 요소라

는 기존의 연구(Hatcher & Ross, 1991; Smith-Jentsch et al., 2001; Marks et al., 2001; Biggers 

& Ioerger, 2001)처럼, 이 연구에서도 주인의식, 솔선수범, 열린 의사소통과 피드백은 요한 요

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조직의 유형에 계없이 모든 이 갖추어야 할 ‘좋은 웍’

의 조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웍을 구성하는 기술 측면이 상 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식과 기술이 높은 구성원이 많을수록 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Stevens & Campion, 1994)가 이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

도성, 신뢰, 개방성, 력, 유연성 등의 정의 인 요소들도 여 히 ‘좋은 웍’을 결정하는 요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이 수행하는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인 유

감까지 포 하는 것이 바로 웍의 개념이라는 주장(박원우, 2006)을 지지하고 있다.

원 구성의 다양성이 ‘좋은 웍’을 이루는  다른 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Davis et 



274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 1992; Newman et al., 1999)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다양

한 배경과 학문  능력이 ‘좋은 웍’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반

로 유사한 배경의 원 구성 역시 ‘좋은 웍’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특히 연구를 수행하는 학원생 집단의 특징을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박사과

정에 재학 인 학원생들은 체로 지식수 이 동소이하고 학문  배경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좋은 웍’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효과 인 웍을 단하는 요한 기  의 하나인 의 구체 인 성과(Senior & Swailes, 

2007) 역시 이 연구에서 ‘좋은 웍’을 이루는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만족할 만한 성과 달성

을 통해 내 ․외  보상이 주어졌을 때 ‘좋은 웍’이었다고 느끼는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웍의 산출물이나 결과물은 체로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Gibbs, 1995). 반 로 집단의 지원에 의해 더 높은 

수 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Dunne & Bennett, 1990). 따라서 웍은 통 인 조직 

형태에 비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 달성에 더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의 지속 인 지 능력  역량 개발은 집단성과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다

(DeNisi et al., 2003; London & Mone, 1999). 이 연구에서 밝 진 ‘좋은 웍’을 구성하는 요건 

에서 리더의 태도(솔선수범, 합리성)와 원의 태도(목표의식, 주인의식, 배려),  개개인

의 역량은 학원생이 을 이루어 수행하는 과업을 성공 으로 이루기 하여 갖추고 개발해

야 하는 요소들이다. 의 성과와  활동을 개선하기 해서는 응성, 상황 인지, 성과 리 

 피드백, 리더십, 인 계, 조화, 의사소통, 의사결정(Cannon-Bowers et al., 1995) 등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웍 기술 차원을 넘어서, 이 연구에서 밝 진 개발 가능한 요소들을 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범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원생의 웍역량 개발을 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원생을 상으로 웍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웍역량 진단  평가를 

한 도구를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웍역량 수 을 알아보고 장단 을 악할 수 있으

며, 바람직한 을 구성하기 한 원 배치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 웍역량에 한 총체

인 분석 결과는 웍역량 개선을 한 로그램 제공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 둘째, 웍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수업 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웍역량은 이론보다는 실제 활동과 

계 속에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원생이 을 이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

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그 속에서 교수자는 웍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활

동 결과에 한 피드백을 지속 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수업을 통하여 웍역량을 개발하

는 것은 교수자의 특성과 수업의 맥락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보다 거시 인 차원에서 웍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생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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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반 한 맞춤형 웍역량 개발 로그램이 한 가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원 과

정 동안에 요구되는 웍역량 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경력개발에 필요한 웍역량 개발도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다. 일 으로 진행되는 로그램은 지양하고, 장기 으로 웍역

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험, 공 특성, 미래 계획 등이 반 된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하는 학원생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반에 걸

쳐 어떻게 하면 ‘좋은 웍’을 이룰 수 있는지에 련된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웍역량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것(nice to have)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must have) 것

이다. 이 연구는 학원생이 졸업 후의 경력계획의 한 역으로서 자신의 웍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 웍역량을 갖춘 인 자원의 선발, 평가, 훈련, 경력개

발 등 인 자원개발  리 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한 문제에 함의를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원 조직이 고성과 으로 거듭나기 하여 의 운  방안과 웍 개발 방향

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나타

나는 독특한 상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동일 공의 학생 혹은 우리나라의 학원생 집단, 

그리고 기업  사회 반에 걸친 조직으로 확 하여 해석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효과 인 웍을 규정하는 기 은 개별 조직의 맥락에 의해 좌우되고, 무수히 많은 요인

에 의하여 좋은 웍, 효과 인 웍이 결정되기 때문에(Katzenbach & Smith, 2002), 이 연구의 

사례에서 밝 진 ‘좋은 웍’의 특성이 유사한 조직 유형의 다른  혹은  다른 유형의 조

직에게 그 로 나타날 것이라고 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비록 단일 집단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의 사례가 보여주는 ‘좋은 웍’의 특성과 유형은 A 학교 

교육학과 학원생들의 웍역량을 강화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원

생들을 상으로 한 웍역량에 한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 참여자의 다수(78.3%)가 여성인 것은 이 연구의 결과가 상당 부분 여성 웍 상

황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이 많거나 남성과 여성의 구성 비율이 

유사한 학원 조직에 이 결과를 직  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성별에 따른 학원생들

의 웍역량에 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웍역량 개발 방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좋은 웍’의 모습을 학원생의 에서 악하 으나, 향후 학원생 을 실

질 으로 이끄는 교수자의 인식을 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장에서 웍

을 구의 입장에서 단하는지, 컨  리더의 입장인지 원들의 입장인지, 아니면 최고경

층의 입장인지를 악하는 것도, 을 구성하는 주체들마다 달라지는 ‘좋은 웍’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한 이 연구에서 밝힌 열두 가지 ‘좋은 웍’의 범주들은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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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개발하고 웍을 강화하기 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조직에서 이해 계자의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좋은 웍’의 모습은 ‘좋은 

웍’, 리더의 리더십 수 , 혹은 원들의 웍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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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Good Teamwork

*Yoonmi Choi*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good teamwork'. In 

order to fulfill the research questions, 92 graduate students in A University in Korea were 

asked to answer an open-ended questionnaire on their teamwork experiences. Based on the 

responses, ’good teamwork' was coded as five major categories: the way teams are managed, 

team leaders' attitudes, team members' attitudes, team performance, and team members' 

competencies. The fiv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twelve sub-categories. They are autonomous 

atmosphere, effective task allocation, open communication and feedback, taking initiative, 

reasonable leader, shared goals, ownership, caring, high performance, psychological satisfaction, 

outstanding competency, and similar academic background. The types of ‘good teamwork' were 

analyzed through two-step cluster analysis, which resulted in three types of ‘good teamwork'. 

Based on these analyse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graduate students' 

teamwork competency and managing ’good teamwork' were suggested.

Key words: teamwork, teamwork competency, teamwork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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