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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높은 팀유효성을 야기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으로서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심

이 증 되기 시작한 팀의 공유된 인식모형(shared mental model)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공

유된 인식모형이 팀모형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실증을 통해 고찰하 다. 즉, 공유된 인식모형

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된 팀의 인구통계적 다양성과 과업 상호의존성, 결과요인으로 제시된 집단내 갈등

과 집단의 의사결정 유효성이 팀의 인식모형의 수렴도(convergence)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연

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13개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로 구성된 43팀(240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팀 과업의 상호의

존성 정도는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팀의 인구통계적 다양성과는 그다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인식모형 수렴도의 정도와 팀프로세스의 관계에 해서는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집단내 갈등 정도에 해서는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보 으나, 의사결정 유효성 정도와의 관계

에서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 서 론

최근 조직연구 분야에서는 기업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팀제 확산의 추세를 반

하여, 팀제의 성공요인 즉, 팀유효성(effectiveness)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변화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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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추고자 팀제를 도입해 왔지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이나 가치관, 인식 등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조직구조나 제도만을 바꾸는 것은 팀제

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조직에서 팀제가 갖는 중

요성을 고려한다면, 팀유효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팀유효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서 팀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cognitive)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팀내 인지적 메

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는 팀의 공유된 인식모형(shared mental model)은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개념적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 팀유효성 증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몇 년 사이 개인의 인식모형(mental model)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간 팀의

인식모형에 한 연구가 팀유효성 연구의 일환으로 조직분야 연구에 등장하게 되었

다(Klimoski & Mohammed, 1994). 개인의 인식모형은 개개인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예측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인지적 메커니즘(Rouse &

Morrris, 1986)이며, 이러한 인식모형은 개인수준에서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지

만, 최근 다수 기업에서 팀제가 확산되면서 팀수준에서의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관심이 새롭게 증 되기 시작하 다. 특히,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의 인지적

프로세스(cognitive process)가 개인수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프로세스와 동등하게 인

식되어 왔으나(Gibson, 2001), 최근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실증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 지적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Eby, Meade, Parisi, & Douthitt,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조직에 급격히 확산되어 온 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높은 팀유효성을 야기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으로서 팀의 공

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요인(consequences)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또한, 공유된 인식모형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

증해 봄으로써, 공유된 인식모형의 설명기제(explanatory mechanism)로서의 잠재적 가

치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에 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된 인식모형에서 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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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인식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히며, 이에 한 개념타당성을

검증해 본다. 둘째, 공유된 인식모형 즉, 인식모형의 수렴도(convergence)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시된 선행요인은 어느 정도 인식모형의 수렴도

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는 팀프로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팀유효성 이론

일반적으로 팀유효성은 팀의 구체적 성과(예, 산출물의 양이나 질)를 비롯하여 구

성원들의 만족도나 행동, 팀의 생존능력(viability) 등의 다양한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종종 팀성과(team performance)라는 표현으로 표되기도 하지만 구

성원들의 성과 측면과 태도 측면을 구분하기 위하여 팀유효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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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cGrath의 I-P-O 모형



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팀유효성에 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모형들이 제시되었지만, 표적인 통합모형은 McGrath(1964)가 제시한 투입

(input)-프로세스(process)-산출(output)을 다룬 일명 I-P-O 모형이다. 

본 연구는 I-P-O 모형을 기반으로 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그리고

Volpe(1995)이 프로세스 요인으로 제시한 공유된 인식모형(shared mental model)의 선

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유된 인식모형

1) 개인의 인식모형 vs. 집단의 인식모형

개개인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한 지식을 인식모형(mental model)의 형태로

표현한다(Hanisch, Kramer, & Hulin, 1991; Johnson-Laird, 1983; Wilson &

Rutherford, 1989). 인식모형에 한 통합적 정의로서 Rouse와 Morris(1986)는 인식

모형을‘시스템의 목적과 유형에 한 서술, 시스템의 기능에 한 설명, 시스템의

미래상태에 한 예측을 형성해나가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인식모

형에 한 기존의 연구는 부분 개인의 인식모형에 관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집

단/팀 맥락에서 개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유사한 인식모형을 형성∙공유하는 정도에

해서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 다. 즉,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식모형

이 집단수준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공유된 인식모형 분야의 연구자들은 팀의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함께 일을 해나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perceive), 기억

(encode), 저장(store), 검색(retrieve)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논리를 기본가정

으로 하여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연구는 팀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식 즉, 개별 구

성원들의 인식모형의 일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공유된 인식모형의 정의 및 개념적 의의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Langan-

Fox, Code, Langfield-Smith, 그리고 Wirth(2001)는 팀 인식모형(team mental model)

을‘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해 한 집단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유사한 인지적 표

30 經 � , 39 卷 2 3 4



상(cogni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하 으며, Cannon-Bowers, Salas, 그리고 Converse

(1993)는‘구성원들로 하여금 과업에 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을 가능케 하고, 과업

및 다른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구조’라고 정의하 다. 즉, 공유된 인식모형은‘팀과 관련한(relevant) 환

경 및 팀웍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한 팀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 및 지식구조

(knowledge structure)’로 정의해볼 수 있다. 

Cannon-Bowers와 Salas(2001)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개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익을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첫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줌으로써 팀성과

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팀유효성(effectiveness)에 한 예측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효과적인 팀웍(teamwork) 요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팀의 문제에 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 

3) 공유된 인식모형의 유형 및 내용

Cannon-Bowers와 그 동료들(1993)은 집단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인

식모형은 하나의 단일모형이 아니라고 주장하 으며, Klimoski와 Mohammed(1994)

도 특정 시점에서 집단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식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고 하 다. Rentsch와 Hall(1994)도 집단구성원들의 스키마 유사성(schema

similarity)은 팀웍(teamwork)의 측면과 과업(task)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될 수 있다고

하 으며, Mathieu, Heffner, Goodwin, Salas, 그리고 Cannon-Bowers(2000)도 팀의

공유된 인식모형을 팀 인식모형(team mental model)과 과업 인식모형(task mental

model)로 분류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 다. 이러한 구분은 팀이 두 가지 차원

(teamwork track/taskwork track)의 행동을 발전시켜간다는 McIntyre와 Salas(199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팀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구성원들이 과업과 관련된 기능을 잘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도 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

고 있는 인식모형은 그 내용 면에서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연구

의 상이 되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표적인 실증연구 중 하나인 Mathieu et al.(2000)의 연구

에서는 팀구성원들간에 공유되어야 할 인식모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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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정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 용 구 분

Eby, Meade, Parisi, -팀웍에 한 -팀웍에 한 2개의 시점에 연구함으로 -팀 상호작용 관련

& Douthitt(1999) 공유된 기 평균적 기 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 지식

-팀성과 식모형의 유사성의 변화를

비교하 으며, 팀성과에

한 인식모형의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Knight, Pearce, -팀다양성 -최고경 자팀의 최고경 자팀을 상으로 -과업특유적 지식

Smith, Olian, -팀프로세스 전략적 합의(전 팀 다양성 및 팀프로세스 -과업보편적 지식

Sims, Smith, & (갈등/의사 략에 관한 공유 와 공유된 인식모형의 관

Flood(1999) 결정) 된 인식모형) 계에 한 다양한 모형을

검증해보았다.

Marks, Zaccaro, -리더의 정보 -팀 인식모형의 독립변수가 인식모형의 유 -팀 상호작용 관련

& Mathieu(2000) 제공 유사성 및 사성 및 정확성뿐만 아니 지식

-상호작용 훈련 정확성 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팀 의사소통 성에도 향을 미친다는

-팀성과 결과를 제시하 다.

Mathieu et al. -과업관련 인식 -팀프로세스 팀을 상으로 컴퓨터 항 -팀구성원 및

(2000) 모형 및 팀웍관 (조정/의사소통) 공전투 시뮬레이션 프로그 상호작용 관련

련 인식모형의 -팀성과 램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지식

수렴도 인식모형의 수렴도 모두 -과업특유적/

팀프로세스와 팀성과에 과업보편적 지식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Cannon & -효과적인 교육 -실패에 한 공 실패에 한 팀의 공유된 -과업보편적 지식

Edmondson -명확한 방향성 유된 신념 신념은 팀별로 유의한 차

(2001) -지원 환경 - 팀성과 이를 나타냈으며, 팀수준

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신

념의 공유정도와 팀성과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Ensley & Pearce -집단응집성 -공유된 전략적 전략적 인식의 공유는 팀 -과업보편적 지식

(2001) -갈등(인지적 인식(shared 프로세스에 의해 향을 -팀 상호작용 관련

갈등/정서적 strategic cognition) 받으며, 전략적 인식의 공 지식



첫째, 팀구성원들은 그들이 다루는 기술 및 설비에 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팀구성원들은 과업이 수행되는 방식 즉, 수행절차, 전략, 돌발시 처방안, 과

업환경 등에 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팀구성원들은 동료 구성원들의 역

할 및 권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팀구성원들은 동료 구성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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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 속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 용 구 분

갈등) -조직성과 유와 조직성과간의 관계는

약하게 나타났다.

Langan-Fox et al. -과업 특성 -팀 인식모형의 구조화된 과업일수록 팀구 -과업특유적 지식

(2001) (구조화 정도/ 유사성 성원들의 인식모형은 유사

자발성) 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Levesque, Wilson, -역할 분화 -시점 1과 시점 2 인식모형의 유사성은 시간 -과업보편적 지식

& Wholey(2001) -팀내 상호작용 에서의 공유된 의 흐름에 큰 향을 받지 -팀 상호작용 관련

인식모형 않으며, 역할 분화의 정도 지식

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정도와 인식모형의 공유정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Rentsch & -팀구성 -팀웍에 한 제시된 몇 가지 선행요인 -팀 상호작용 관련

Klimoski(2001) -팀경력 스키마 합의 들은 구성원들의 스키마 지식

-팀 진입방법 -팀유효성 합의를 매개로 팀유효성

-팀크기 과 연관되어 있다. 

Smith-Jentsch, -팀에서의 직급 -인식모형의 군을 상으로 한 연구로 -팀구성원 관련

Campbell, (rank) 정확성(accuracy) 서 군에서의 계급 및 근무 지식

Milanovich, & -팀 근속기간 기간이 높을수록, 팀웍에 -팀 상호작용 관련

Reynolds 한 인식모형의 정확성이 지식

(2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ks, Sabella, -교차훈련 -팀 인식모형의 2개의 실험을 통해 교차훈 -과업보편적 지식

Burke, & Zaccaro (cross-training) 유사성 련은 인식모형의 유사성에 -팀 상호작용 관련

(2002) -조정 프로세스 향을 미치며, 인식모형 지식

-팀성과 과 팀성과의 관계는 조정

프로세스에 의해 매개된다

는 것을 실증하 다.



식, 기술, 태도, 선호, 강점 및 약점 등에 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에는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의 패턴, 정보의 흐름, 의사소통 채널, 역할 상호의존성, 정

보의 원천 등에 한 지식이 포함된다. 

공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선행실증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유된 인식모형의 내용을 선행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과업과 관련된(taskwork) 내용과 팀과 관련된(teamwork)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아래 <표 2>에서처럼 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지식들을 과업관련 인식모형과 팀웍관련 인식모형으로 구분하여

인식모형의 수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1. 공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Antecedents)

기존연구에서 공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표적인 것으로는 팀의 인구통계적 특성 즉, 팀구성의 다양성과 팀의 과업특성, 팀

의 규모 등을 들 수 있다(예, Cannon-Bowers et al., 1993; Klimoski & Mohammed,

1994; Rentsch & Hall, 1994). Rentsch와 Klimoski(2001)는 팀구성원들의 스키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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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유된 인식모형의 내용

과업관련 과업 특유적 -팀의 과업특성에 관한 지식

인식모형 (task-specific) 지식 -과업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전략에 관한 지식

과업 보편적 -팀의 목표 및 사명에 관한 지식

(task-generic) 지식 -팀원들의 기능적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지식

팀웍관련 팀구성원 -팀구성원의 장점, 단점, 선호, 경향에 관한 지식

인식모형 관련 지식 -팀구성원의 가치관에 관한 지식

팀 상호작용 -팀분위기(climate)에 관한 지식

관련 지식 -팀내 향력의 원천에 관한 지식

-팀구성원들의 과업수행관계에 관한 지식



(schema agreement)의 선행요인으로 팀의 구성(composition)과 구성원들이 팀에 진입

하는 방식(acquisition mode)과 팀의 규모를 제시하 으며, Langan-Fox et al.(2001)은

과업특성 즉, 과업의 구조화(structured) 정도에 따라 팀 인식모형의 유사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팀 과업특성이라 할 수 있는 팀과업의 상호의존성과 팀의 집합적 특

성이라 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공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

여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 다.

1) 팀 구성의 인구통계적 다양성

인구통계적 다양성이란 팀구성원들 간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의 실질적인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Simons, Pelled, & Smith, 1999). 인구통계적 다양성에는 과업상의 기

능이나 연령, 근속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팀구성의 다양성은 다양한 관점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해결 및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시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반면에, 의사결정의 속도 및 팀구성원들의 응집력이나 만족

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Hambrick & D’Aveni, 1992).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팀구성의

다양성은 부분의 팀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Ireland, Hitt, Bettis, 그

리고 DePorras(1987)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이와 유사하게 Pfeffer(1983)

는 다른 연령 의 사람들은 각기 상이한 가치관이나 관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 다.

Hambrick, Cho, 그리고 Chen(1996)은 인구통계적 다양성은‘집단내 관점

(perspectives)의 분산’을 야기한다고 하 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이는 집단구성원들이 비슷한 인식모형을 갖는 것에 부정

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경험다양성은 인구통계적(demography)

다양성이라는 리변수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

고 있는 연령, 근속 등의 인구통계적 다양성은 집단내에서 유사한 인식모형이 공유되

고 있는 정도 즉,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convergence)에 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구통계적 다양성과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관계

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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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집단내 인구통계적 다양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집단내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는 낮아질 것이다.

1-1(a). 집단내 연령다양성이 높을수록,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

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1-1(b). 집단내 연령다양성이 높을수록,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

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1-2(a). 집단내 근속다양성이 높을수록,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

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1-2(b). 집단내 근속다양성이 높을수록,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

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2) 과업 상호의존성

과업특성 중 과업의 복잡성(complexity)이나 과업의 구조화된(structured) 정도를 공

유된 인식모형과 연결시킨 연구들은 있었으나, 과업 상호의존성과 공유된 인식모형

의 관계에 한 선행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업 상호의존성은 집

단내 구성원들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야기하면서 구성원들의 공유된 인식모형 형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과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의존해야만 하는 정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인식모형은 서

로 유사하게 형성되어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업 상호의존성과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관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집단과업의 상호의존성 정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

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1. 집단과업의 상호의존성 정도가 높을수록,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2. 집단과업의 상호의존성 정도가 높을수록,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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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된 인식모형의 결과요인(Consequences)

앞서 언급한 I-P-O 모형을 근거로 하여 성과(output) 요인 즉, 팀유효성에 한 공

유된 인식모형의 향력이 간접적이거나, 팀프로세스를 매개로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Kraiger와 Wenzel(1997)의 연구에서도 팀프로세스가 공유된 인식모형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1) 공유된 인식모형과 팀프로세스

Kraiger와 Wenzel(1997)은 공유된 인식모형이 팀프로세스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된 인식모형이 가장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팀프로세스로 의사결정

과 의사소통을 꼽았다. 만일 구성원들의 인식모형이 제각각 달라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다른 과업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면, 각각의 구성원들

의 과업수행노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인식

모형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팀프로세스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비효과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팀이 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 집단/팀프로세스인 집단내 갈등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은 여타의 팀프로세스의 구성요소들과는 몇

가지 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갈등은 팀 내부와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이슈들을 명백

하게 드러내주는 역동적인 프로세스이다(Ensley & Pearce, 2001). 또한, 갈등은 응집

성(cohesion)과 같은 다른 집단역학 변수들보다 훨씬 더 팀의 과업과 연관되어 있으

며, 다른 프로세스 요인들이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간헐

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집단내 갈등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과도 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팀프로세스 요인이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미 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을 최 한 배제하기 위해 연구시점 당시의 팀프로

세스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 집단내 갈등과 의사결정 유효성을 고려하

기로 한다. 

(1) 집단내 갈등

집단내 갈등(intragroup conflict)은 집단구성원들 사이 혹은 둘 이상의 집단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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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이에 목표, 과업, 과정 등과 관련된 갈등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에는 여러 측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갈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포괄적으로 과업과 관련된

갈등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갈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Jehn(1997)은 갈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관계갈등은 과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사회문제, 가십, 뉴스 등

에 한 의견불일치를 말하는데, 긴장감이나 증오 등의 느낌을 포함한다. 과업갈등이

란 집단구성원들간에 실행되어지는 과업의 내용에 한 의견불일치를 말하는데, 이

에는 관점, 아이디어, 의견의 차이가 포함된다(Jehn, 1995). 과업갈등은 복잡한 업무

에 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문제해결 안들을 통해 적정 수준까지는 객관적인 집

단성과를 높일 수 있다(Jehn, 1995). 

가설 3. 집단내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3-1(a).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과업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3-1(b).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관계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3-2(a).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과업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3-2(b).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관계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앞서 제시된 가설 2와 가설 3을 연계하면‘과업 상호의존성이 높으면, 공유된 인식

모형 수렴도가 높고, 그 경우 집단내 갈등이 낮을 것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혹자는 두 가설을 연계하면서 중간을 빼고‘과업 상호의존성이 높으면 집단내 갈등이

낮을 것이다’로 해석할 지도 모른다. 그 경우엔 가설의 내용이 조직행동론 분야의 기

존연구 결과와 다르다고 해석할 수도 잇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를 고려함이 없이 그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만을 직접 연계하여 해

석해서는 안된다. 중간에 놓인 변수의 매개효과를 고려함이 없다는 것은 공유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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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역할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2) 집단내 의사결정 유효성

Pinsonneault와 Kraemer(1989)는 집단의사결정의 유효성의 측정지표로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에 한 만족과 확신, 집단프로세스에 한 구성원의 만족, 의사결정의

소요시간, 합의 및 협동, 참여 정도를 제시하 고, Gallupe, DeSanctics, 그리고

Dickson(1986) 등은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 시간, 의사결정에 한 확신, 안의

수, 참여도를 고려하 다. Nunamaker, Vogel, Heminger, 그리고 Martz(1989)는 참여

도,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 시간, 구성원의 만족도를, Jarvenpaa, Rao, 그리고

Huber(1988)는 의사소통, 참여의 평등성, 인지된 참여의 형평성, 회의에 한 만족도

를 집단의사결정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리더의 독단적 결정정도, 집단구성원의 의견

반 정도, 의사결정시 집단구성원의 참여정도 및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 다. 

집단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은 구성원들간 합의 및 동의를 모색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Gero(1985)는 집단구성원들은 그들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의사

결정에 더 높은 확신을 갖는다고 하 다. 팀구성원들간 팀과 관련한(relevant) 제반

요소들에 한 인식모형이 유사한 내용으로 공유되고 있다면, 의사결정시 구성원들

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고, 결정된 사안에 한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팀내에서 일어나

는 의사결정의 유효성과의 관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4. 집단내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의사결정의 유효성

은 높아질 것이다.

4-1.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의사결정의 유

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4-2. 공유된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의사결정의 유

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2) 공유된 인식모형과 팀유효성

공유된 인식모형이라는 개념은 초기에 여러 팀 사이에 존재하는 성과차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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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Orasunu, 1990; Rouse, Cannon-Bowers, & Salas,

1992). 따라서,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연구의 공통적인 이론적 가정은 그것이 효과

적인 팀성과에 한 선행요인(precursor)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형에 의하

면 공유된 인식모형은 팀역량을 증진시키고, 팀프로세스에 직접적인 향을 줌으로

써 팀성과에 한 설명력을 지니게 된다(Klimoski & Mohammed, 1994; Kraiger &

Wenzel, 1997).

기존의 팀유효성에 한 선행연구들은 팀프로세스가 팀유효성을 예측해주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예, Ancona & Caldwell, 1992; Campion, Medsker, & Higgs, 1993;

Gladstein, 1984; Guzzo & Dickso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팀프로세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공유된 인

식모형이 팀유효성에 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림 2]의 실증모형에서 팀유효성에 한 팀프로세스의 향력

을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팀프로세스와 팀유효성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

로 실증하지는 않지만,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팀프로세스와 팀유효성의 관계가

유의하게 검증되어 왔기에 본 연구에서 공유된 인식모형의 결과변수로서 팀유효성을

추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모형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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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증 연구모형1)

`1)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검증 상이 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실증연구

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IV. 연구방법

1. 공유된 인식모형의 측정

공유된 인식모형에 한 실증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앞서 언급

하 듯이 팀구성원들의 인식모형의 공유 정도를 보다 정확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된 인식

모형의 구체적인 측정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비교한 연

구에 한 필요성이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유된 인식모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지만, 체로 경로찾기(pathfinder),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개념지도(concept mapping) 방법, 카드분류(card sorting) 방법, 설문지법

(questionnaire)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

는다. 즉,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과제와 연구배경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

법을 채택한 논리를 전개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측정방법의 선택시 연구자들은 연구

의 상이 구성원들의 지식구조(structure)와 구성원들의 지식내용(content) 중 어느

것인지와 공유된 인식모형의 측정목적이 진단(diagnosis), 교육 및 훈련, 예측

(prediction)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Mohammed, Klimoski, & Rentsch,

2000). 팀 인식모형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본질로 인해 연구자들은 철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에는 인구통계변수와 더불어 과업 상호의존성(4문

항), 과업관련 인식모형(업무특성, 6문항; 팀목표 및 사명, 5문항; 팀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3문항), 팀웍관련 인식모형( 팀구성원의 가치관, 4문항; 팀분위기, 7문항;

팀내 향력의 원천, 2문항; 구성원간 상호작용 관계, 2문항), 팀내 갈등(과업갈등, 3

문항; 관계갈등, 3문항), 그리고 의사소통 유효성(4문항)이 측정되었는데, 이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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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팀구성의 (인구통계적) 다양성은 연령다양성과 근속다양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들은 팀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로 측정하 다. 변

동계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이나 근속연수와 같은 간격자료에 사용된다.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 정도는 팀관련 지식에 한 팀구성원들의 합의정도를

통해 측정하 다. 이는 팀관련 지식에 한 집단구성원들의 해석의 유사성 정도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집단구성원들이 팀에 해 지니고 있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

(convergence)에 관한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Knight, Pearce, Smith, Olian,

Sims, Smith, & Flood, 1999).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인식모형의 수렴도를 측정하 다. Bourgeois(1980)와 Dess(1987)의 연구

에서는 각 집단 내에서 각 설문문항에 한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 각 문항에 한 표

준편차를 모두 더한 후, 이 값에 -1을 곱하여 나온 값을 합의의 정도로 보았다. 이러

한 방법은 집단이 인식모형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에 한 간접적 수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실제현상에 한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집단이 공유된 관점을 지니고 있

는 정도를 보여주는 체지표(surrogate measure)라 할 수 있다.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집단내 인식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Schmidt와

Hunter(1989)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해 Kozlowski와 Hattrup

(1992)는 표준편차는 일치(agreement)의 척도가 아니라고 반박하 지만, 그에 해

Lindell과 Brandt(2000)는 표준편차는 일치(agreement)에 상응하는 불일치

(disagreement)의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 다.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집단내 합의 및 일치의 정도를 보는 연구는 전략적 합의(strategic consensus)

에 관한 연구(예, Bourgeois, 1980; Dess, 1987; Knight et al., 1999)와 분위기의 강도

(climate strength)에 관한 연구(예, Schneider, Salvaggio, & Subirats, 2002; Gonzalez-

Roma, Peiro, & Tordera, 2002)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지(questionnaire)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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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지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응답 당시의 상황이나, 응답자의 기분 상태에

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등의

여러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존의 실증연구 중 다수가 실험실

에서의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함으로써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그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해 미지수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양한 산업에 속

해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설문지는 총 13개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배포∙회수되었다. 배포된 총 설문지 350부 중 25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72.8%),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보이는 설문과 응답률이 저

조한 팀의 설문 15부를 제외한 총 43팀(실제 인원수 240명)의 설문응답이 실증분석의

상이 되었다.  

한 팀의 평균인원수는 팀당 약 6명(6.62명)이며, 최 인원수는 13명, 최소인원수는

3명이었다. 구성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1개월이며, 평균연령은 30.8세 다. 또한,

팀의 직무(과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직 50.4%, 업직 35.8%, 연구개발직 13.8%

의 분포를 나타냈다. 

V. 연구결과

1. 자료의 분석방법

실증분석은 인구통계별 자료정리를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 으며,

본격적인 가설의 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분석

(reliability test)을 실시하 다. 또한 각 변수들의 측정에 있어서 타당성(validity)을 검

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검증 결과, 부분의 변수들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내적 일관성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이 팀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 수집

된 자료를 팀수준의 변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수준 자료의 합산을 정당화할 수 있

는 몇 가지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집단수준의 변수들간의 상관관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 다. <표 3>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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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변수들에 한 η2(eta-squared),2) ICC(1), ICC(2),3)

WABA I4)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통계적 기법에서 상위수준으로의 합산(aggregation)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

값(minimum criterion)에 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만, Georgoplus(1986)나 Simons와 Peterson(2000)은 집단수준의 합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η2의 최소값을 .20이라고 하 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각 변수에 한 η2값은

모두 0.2 이상으로서 2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변수가 합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으로 나오며, ICC(2)의 값 또한 과업 상호의존성과 관계갈등의 경우 0.7을 넘거나,

0.7에 근접함으로써 두 변수의 합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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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η2(eta-squared)는 one-way ANOVA의 분석결과로부터 나오는 값으로서, 집단 간 차이에서 집

단수준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3) ICC(1)은 η2와 유사하게 해석되지만, 집단의 크기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η2를 보완할 수 있다. ICC(2)는 표본 내에서의 집단평균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학적으로는 ICC(1)의 변량을 의미하며, Cronbach α와 같은 신뢰성 측

정계수로 활용될 수 있다.

4) WABA(Within-And Between-entity Analysis)는 Dansereau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Dansereau, Alutto, & Yammarino, 1984), ICC(1), ICC(2)와 마찬가지로 η2에 기초하고 있

으나, 집단간에 나타나는 차이(동질성)와 집단내에서 나타나는 차이(이질성)뿐만 아니라 집

단간과 집단내에서 동시에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 즉 독립적인 구성개념가지 포착해 낼 수

있다. 다른 분석기법에서는 집단내의 변량을 집단간의 차이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오차변량으

로서 잘못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반하여 WABA I에서는 집단내 구성원들이 이질성을

가진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WABA I은 개별 자료들을 집단수준으

로 집합시키기 이전에 집단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F 비율을 통해 검정하며, 실용적인 유의성은

E 비율을 통해 검정한다(Schriesheim, 1995). 본 연구에서는 WABA의 E 비율(WABA(E))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유의성을 검증해 보았다. 

<표 3> 상위수준으로의 합산을 위한 통계적 검증결과

변수 Between Within η2 ICC(1) ICC(2) WABA(E)

과업 상호의존성 .486 .514 .946 .290 .729 .973
과업갈등 .355 .645 .551 .149 .535 .742
관계갈등 .406 .594 .682 .201 .625 .826

의사결정 유효성 .315 .686 .459 .107 .442 .677



위의 변수들에 한 개인수준의 자료를 상위수준인 집단수준으로 합산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관계유의성을 파악하 다.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

차, 그리고 변수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적 다양성과 인식모형 수렴도와의 관계: 가설 1의 검증

연령다양성 및 근속다양성과 공유된 과업관련 인식모형 및 팀웍관련 인식모형과의

상관관계 검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인구통계 다양성과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관계에 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 근속다양성과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관계와 연령다양성과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관계가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게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므로 가설 1-1과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2) 과업 상호의존성과 인식모형 수렴도와의 관계: 가설 2의 검증

과업 상호의존성과 인식모형 수렴도와의 관계에 한 가설 2-1과 가설 2-2의 검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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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인구통계 연령다양성 .14 .07

2. 다양성 근속다양성 .68 .31 .227

3. 과업 상호의존성 5.10 .67 .067 -.229

4. 과업관련 인식모형 -1.09 .25 .196 -.035 .310*

5. 팀웍관련 인식모형 -1.02 .20 -.005 .024 .347* .668**

6. 집단내 과업갈등 3.78 .50 .303* .263 .010 -.061 -.069

7.  갈등 관계갈등 2.92 .64 .052 .176 -.208 -.328* -.031 .421**

8. 의사결정 유효성 4.44 .51 .092 .004 .336* .305* .175 -.154 -.420**

* p < .05,  **p < .01 (2-tailed)



혀져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과업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아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3) 공유된 인식모형과 집단내 갈등과의 관계 - 가설 3의 검증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팀프로세스 중 팀내 갈등 정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

설 3-1과 가설 3-2의 검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상관관계의 값은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게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은 과업관련 인식모형과 관계갈등의 정도의 관계

뿐이었다. 따라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집단내 관계갈등의 정도

는 낮아진다는 가설 3-1(b)만 지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가설들에 한 지지는 유의하

지 않은 수준에서 약하게 지지되고 있다. 

4) 공유된 인식모형과 집단의사결정 유효성과의 관계: 가설 4의 검증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가 집단의사결정의 유효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4-1

과 가설 4-2의 검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인식모

형의 수렴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 유효성의 정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이론적 예측에

맞게 상관관계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미를 갖는 것은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뿐이었다. 즉, 과업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될수록 집단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유효성은 높아

진다는 가설 4-1은 지지되었으나, 팀웍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의사

결정 유효성과의 관계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4-2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

다.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가 43개라는 제약

이 있어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t-검증을 실시하 다. 즉, 상위 30%(상위 13팀) 집단과 하위 30%(하위

13팀) 집단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간의 관계에

한 가설을 검증하 다.  

t-검증 결과, 과업 상호의존성이 상위 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13팀으로 묶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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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하위 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13팀으로 묶인 집단간에 인식모형의 수렴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팀웍

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를 합친 전체 인식모형의 수렴도에 있어 가장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3).

과업 및 팀웍에 한 전체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수준에 따라 팀프로세스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인식모형의 수렴도 수준이 상위 30%인 13팀과 하

위 30%인 13팀의 갈등의 정도와 의사결정 유효성의 정도를 비교하 다. <표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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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 검증: 상호의존성 수준에 따른 인식모형 수렴도의 평균비교

상호의존성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수준

전체 상위 30% 13 -.904 .219
-2.274* 19.63

인식모형 하위 30% 13 -1.066 .132

과업관련 상위 30% 13 -.893 .243
-2.202* 18.72

인식모형 하위 30% 13 -1.063 .135

팀웍관련 상위 30% 13 -.916 .226
-2.005 21.45

인식모형 하위 30% 13 -1.070 .158

*p < .05,   p < .10
※ 등분산은 가정되지 않음(equal variances not assumed)

<표 6> t 검증: 인식모형의 수렴도 수준에 따른 팀프로세스의 평균비교

인식모형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수렴도 수준

과업갈등 상위 30% 13 3.77 .588
-.081 23.49

하위 30% 13 3.76 .507

관계갈등 상위 30% 13 2.74 .726
-.644* 21.79

하위 30% 13 2.91 .522

의사결정 상위 30% 13 4.79 .583
-2.076* 15.11

유효성 하위 30% 13 4.42 .212

* p < .05
※ 등분산은 가정되지 않음(equal variances not assumed)



볼 수 있듯이, 팀프로세스 중 관계갈등과 의사결정 유효성만이 인식모형의 수렴도 수

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갈등의 수준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추가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설문문항에 한 표준편차를 합산하여 인식모형의 수렴

도를 구하 다. 이는 팀구성원들의 지식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서 팀프로세스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함이었다. 본 절에서는 팀구성원들의

지식의 일치 정도가 아닌 구성원들의 지식 정도 즉, 설문문항에 한 팀별 평균값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다른 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다.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개별 구성원의 설문응답을 팀수준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각 변수에 한 η2, ICC(1), ICC(2), WABA I의 값을 계산하 으며, 각

변수에 한 η2값은 모두 0.2 이상으로서 η2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변수가 합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며, ICC(2)의 값 또한 성과지향성의 경우를 제외한

부분의 변수들이 0.7에 근접함으로써 변수의 합산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자료를 상위수준인 집단수준으로 합산하여 사용하 다. 

합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생성된 팀의 특성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변수와 팀프로

세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개의 변수들이 팀프로세스와 유의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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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관관계: 팀내 인식 정도와 팀프로세스

팀프로세스

과업갈등 관계갈등 의사결정 유효성

팀내인식정도 과업복잡성 .325* .290 -.261
목표명확성 .048 -.277 .184
역할지식 -.098 -.145 .342*

성과지향성 .356* -.074 .114
팀몰입 .225 -.093 .121

팀분위기 .255 -.151 .162

*p < .05 (2-tailed)



를 나타냈다. 

<표 7>에 나타나듯이, 과업복잡성 및 성과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과

업갈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팀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복

잡하고, 과업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또한 팀구성원들의 성과지향성 즉, 목표달성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팀내 과업과 관련한 갈등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역할지식과 의사결정 유효성간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팀구성원들에 한 역할 및 책임에 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

타날수록, 그 팀의 의사결정 유효성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팀내 공유된 인식모형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공유된

인식모형이 팀유효성 모형(I-P-O 모형)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실증을 통해

고찰하 다. 즉, 공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된 팀의 인구통계 다양성과 과

업 상호의존성, 결과요인으로 제시된 집단내 갈등과 집단의사결정 유효성이 팀의 인

식모형의 수렴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고찰하 다. 개략적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인구통계적 다양성이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아서 가설 1-1과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유

의한 결과를 얻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연령다양성의 경우 43개

의 팀들간 표준편차가 .069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부분의 팀들이 인구통계 다

양성에 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표본내 변량이 부족했던 것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다. 과업 상호의존성과 인식모형 수렴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2를 지지하 다. 

인식모형의 수렴도의 결과요인으로 제시했던 팀프로세스와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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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었다. 먼저 집단내 갈등과의 관계에서는 과업관련 인식모형과 관계갈등의 관

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관계갈등과 과업관계 사이

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업관련 인식모형의

수렴도와 집단내 갈등의 관계에 한 가설 3-1은 지지되었지만, 팀웍관련 인식모형과

집단내 갈등의 관계에 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의사결정 유효성과의 관계에

해서도 과업관련 인식모형만이 의사결정의 유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지지되었지만, 팀웍관련 인식모형과 의

사결정의 유효성의 관계에 한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단내 갈등과 집단의사결정의 유효성과 같은 팀프로세스에 한 인

식모형의 수렴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업관련 인식모형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낸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팀웍관련 인식모형의 다소 주관적인 요소에 한 구성원들

의 합의(consensus)보다는 과업관련 인식모형이 다루고 있는 객관적인 과업특성 및

팀목표/사명에 한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이 팀프로세스, 나아가서는 팀유효성에

더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Cannon-Bowers와 Salas(2001)가 그

들 연구의 결론에서 궁극적으로 팀에게 요구되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내용은 과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제언한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모형에서 고려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나, 상호의존성과 인식모형의 수렴도와의 회귀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잘못된 이론적 예측보다는 수집된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본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실

시하 다. 즉, 상위 30% 수준에 속하는 13팀으로 묶인 집단과 하위 30% 수준에 속

하는 13팀으로 묶인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상호의존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인식모형 수렴도의 평균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식모형 수렴도가 상위 30%에 속

하는 집단은 관계갈등의 수준과 의사결정의 유효성 수준에서 하위집단에 비해 유의

한 차이를 보여서, 가설 2, 가설 3, 가설 4를 지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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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논의

팀의 공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초 Cannon-Bowers와 Salas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후 1990년 중반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분의

기업에 팀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집단 현상의 사회적 측면 이외에 인지

적 측면의 내용을 강조한 연구들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특히 실증연구는 더더욱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된 인식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밝힌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 되고 있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Kraiger와 Wenzel(1997)은 어

떤 개념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이미 정립

되어 있는 네트워크(nomological network) 안의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실증적으로 연

결이 되어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개

념타당성을 검증해줄 수 있는 공유된 인식모형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둘째, 공유된 인식모형과 팀프로세스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써, 팀유

효성에 한 공유된 인식모형 개념의 설명력을 지지하 다. 팀프로세스가 팀유효성

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예, Ancona &

Caldwell, 1992; Campion, et al., 1993; Gladstein, 1984; Guzzo & Dickson, 1996). 따

라서, 팀프로세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유된 인식모형 또한 팀의 성과차이

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팀유효성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실증연구 중 다수가 실험실 연구 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기업현

장을 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높 다. 지

금까지 이뤄진 실증연구 중 다수의 연구는 실험실에서의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함

으로써 실제 기업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팀에도 그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을 항상 남겨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속해있는 13개의

기업구성원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적용범위를 확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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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을 고려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집단수준의 변수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합산을 정당

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아직까지 다수의 연구에

서 이러한 측정 및 분석의 수준(level)에 한 고려없이 단순한 합산을 이용한 상위수

준 변수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에 한 고려 없이 예를 들

어, 집단내 변량이 집단간 변량에 비해 훨씬 더 큰 개인수준의 자료를 집단수준의 변

수로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집단수준 현상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변수를 사

용하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기업경 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팀웍(teamwork) 및 팀성과(effectiveness) 등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팀제가

조직의 구조 및 제도만을 바꾼다고 올바르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확

산되어감에 따라 실무자들도 팀성과와 팀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커

니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내 존재하는 팀들이 현재 그

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에 한 지식 및 함께 일하는 동료 구성원들에 한 지식, 그

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한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팀프로세스를 통한

팀유효성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팀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의 특

성 및 팀의 사명에 한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인식이 집단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

사결정의 신속도 및 만족도 등을 높임으로써 팀프로세스상의 손실(loss)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각 팀에게 주어진 사명 및

팀이 수행하는 과업에 한 분석결과를 팀의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quality of data)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팀별로 수집된 개별 구성원의 설문응답이었다. 그러나, 출장 및 외근 등의 이

유로 팀의 전원이 설문 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부분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52 經 � , 39 卷 2 3 4



전체 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수준의 자료를 상위수준의 변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도 몇 개의 변수들

은 집단내 변량이 집단간 변량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집단내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팀수준의 현상을 개인수준에서 수집된 자료로만

측정 및 분석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개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 설문응답이므로, 똑같은 현상이라도 개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팀수준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팀수준 현

상에 한 평가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둘째, 표본의 크기 문제이다. 본 연구는 팀수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기 때문에

24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실제 분석 상이 되는 표본의 수는 43개

의 집단이었다. 이러한 표본의 크기 상의 제약으로 통계적 분석과정에서도 유의한 결

과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Personnel Psycholog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등에 실린 팀에 관한 12개 가량의 선행 실증연구의 표본크기를 조사해본 결과, 12개

연구의 평균 표본 크기는 47개에 불과했다.

셋째, 인식모형의 수렴도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선행변수들을 고려

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구성원 다양성과 과업상호의존성은 기

존연구에서 선행변수로 고려된 표적 두 가지 요인이었다. 그러나 타 선행변수들이

충분히 연구모형에 반 되었더라면, 비록 다변량접근을 통한 분석과정에서 그러한

타 변수들이 partial out되었더라도, 본 연구에서 고려된 두 변수가 지니는 고유한 설

명력은 무척 달라질 수가 있다. 즉, 많은 선행변수를 고려한 다변량통계분석을 하든

가 적은 변수를 고려한 심층적 자료해석의 방식 중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선행변수 중에는 특히 팀의 연령(age)과 같은 변수는 구

성원들이 비슷한 인식모형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팀의 연령을 측정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팀이 어느 한

시점에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팀구성원들이 그 형성 시점부터 꾸준히 근무해

온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인식모형의 공유에 한 향요인으로 팀리더의 특성을 반 하지 못했다

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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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과업관련 인식모형을 측정함에 있어 실제 과업이 이뤄지는 기술(technology)

및 설비(equipment)에 한 지식이 아닌 과업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과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지식을 파악해내지 못했다. 과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 지식

의 공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상이 되는 팀의 과업에 한 면 한 분석을

통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critical factors)를 밝혀낸 후 그에 한 구성원들의

지식을 측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과 관련해서는 공유된 인식모형과 팀프로세스와의 인과적 관

계를 검증하지 못하여 팀프로세스가 공유된 인식모형의 수렴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 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가 아닌 상관관계 분석과 t-검

정과 같은 집단간 비교 결과로 가설을 검증하 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한 강력한

지지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을 거친 종단적인

(longitudinal)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의 전환은 기업경 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와 가치를 창조하는 무형자산에 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지식이 조직내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내 지식경 에 한 관심은 조직내 지식생성

및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이나, 지식공유 문화에 한 연구를 발전시켰지만,

이들 연구는 실제 조직구성원들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활동 자체에 한 내용

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또는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구

성원들의 의도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과 정보에

한 공유의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지식 공유활동이 존재하는지의 여

부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상이 된 공유된 인식모형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도 않으며, 단일 차원

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무엇이 공유되어야 하며, 공

유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공유된 인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공유된 인식

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이에 한

더 많은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제적인

(interdisciplinary) 접근 또한 공유된 인식모형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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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ared
Mental Models in Team

Won-Woo Park**
Hye-Won Cho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hared mental model in team, and its

consequential effects. Demographic diversity and task interdependence were considered as

the antecedents of mental model convergence, while team processes i.e., intragroup conflict

and team decision-making effectiveness were considered as the consequence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 from 43 teams (240 individuals) of 13 firms. Task interdependenc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mental model convergence, which in tur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eam processes. But, demographic diversity of team did not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the convergence of team mental model. Mental model convergence was in

correlation with all the outcome variables: intragroup conflict and team decision-mak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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