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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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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학 수업에서  학습을 할 때에  학습행동과  효과성   

공유정신모형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학습과 련된 교육  기 자료를 제공해내는 

데 있다. 수업에서  활동이 시작된 지 4주 후에,  학습행동 척도(Van den Bossche 

et al., 2010)와  공유정신모형 척도(Johnson et al., 2007; 명남, 2013)를 실시하

다.  활동의 종료 시 에, 참가자들은  효과성 척도에 응답하 다(Van den 

Bossche, 2010; Fransen et al.2011). 수집된 자료 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5개의 자료

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총 65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의  학습행동,  효과성과  공유정신모형은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특

히  공유정신모형과 그 하 요인인 일반과제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용,  자원과 활동환경 하 변인과 유의

미한 정  상 을 보 다. 둘째,  학습행동은  공유정신모형 체를 부분매개

(partial mediating)로 하여  효과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셋째,  학습행동은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인 일반과제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용,  자원과 활동환경을 부분매개로 하여  

효과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학 수업에서  학습행동이  공유정

신모형을 매개로 하여  효과성에 미치는 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  학습 을 활

용한 학 수업과 산업교육에서의 시사 을 제공하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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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team)은 구체 으로 공유되는 한 가치 있는 목 을 성취하기 해, 역동 ․상

호의존 ․ 응 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명 는 그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이다(Mathieu 

et al., 2005). 최근 ‧ 등 교육뿐만 아니라 학 수업에서도 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를 들면 토론 학습, 문제 심학습, 로젝트 기반 

수업, 액션 러닝, 캡스톤 디자인 학습 등이며 이를 해 3명에서 8명 정도의 원으로 

구성된 학습 이 구성되어 되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는 교

육자들은  학습 요소가 교육환경으로서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Van den Bossche 

et al., 2011). 한,  활동은 학을 졸업한 후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조직구조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극 활용되고 있다. 기업 내에서 긴 한 상호작용, 분권화

된 의사결정 등이 가능한 제로서의 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통  조직과 비

교하여 제는 변하는 경 환경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조직유연성을 제공하

고 고객만족 증진, 생산성 증 , 제품과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새로운 조직의 목표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에 알맞은 조직 구조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평 이고 유기 인 운

을 통하여 원들로 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기업의 성과개선  

변화 리에 기여하고 있다(신재호, 이찬, 2008). 한 개별 원들의 차별화된 문성을 

진하기 하여 컨설  , 제품 개발 , 연구 과 다른 기능  그리고 임시 로젝

트  등 다양한 성격의 이 구성되고 있다(김태연, 이찬, 2011). 따라서 졸업 후 이러

한 산업과 기업체의 일원이 될 학생들이 학 수업 과정에서 학습  활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최근 들어 더욱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한 표 인 지표는  효과성(team effectiveness)이다. 

 효과성은 때로 웍 는  수행이라고도 쓰인다.  효과성은  성과뿐만 아니

라 한  구성원이 느끼는  수행의 질이나 개인의 요구에 한 지각된 만족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Hackman, 1990).  효과성에 련된 기존의 연구는  구성, 구성원

의 성격, 의 크기, 의 다양성,  효능감, 시간 제한, 과제 특징과 같은  활동의 

입력 변인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학습  수 에서의 학습행동이나 활동, 정신  

과정   효과성에 한 연구는 제 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Salas, et al., 2005).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학습 행동(team learning behavior)

이 제안되고 있다.  학습행동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합치는 집단 내 상호작

용 활동을 의미한다(Argote et al., 1999). 즉  효과성은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학습행동으로 볼 수 있는  내 상호작용의 를 들면, 에 

복잡한 과제가 부여되면 이를 잘 완수하기 해  구성원들은 지속 으로 학습을 함

께 개해 나가고 수집된 정보와 기술을 서로 달하거나 수정하거나 조정해나가게 

된다.  학습행동은 질문하기, 피드백 구하기, 실험, 결과 숙고하기, 오류  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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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결과에 해 논의하기 등 계속되는 성찰(reflection)과 행 (action)의 과정이다. 

 학습행동은 의 효과 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일어나며 이를 통해 궁극 으

로는  체의 성과를 기 해 볼 수 있다(Gibson and Vermeulen, 2003). 잇다른 연

구들에서  학습행동이 결정 으로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

며(Tjosvold et al., 2004; Tjosvold, 2008), Edmondson(1999)은  학습행동이  성

과에 간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공유정신모형(team shared mental model: TSMM)은  구성원이 과제를 가지고 

지식, 능력, 의견,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수 에서 형성되는  련 지식의 

표상이다.   공유정신모형은  구성원들 사이에 이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 역

할이나 책임은 어떠한지, 이나 과제에 해 가지는 가치나 원의 기술 는 상호작

용의 양상 등에 해 가지는 이해이다. 즉 원들이  과제 환경의 핵심 요소에 해 

복되게 가지는 정신  표상을 의미한다(Klimoski & Mohammed, 1994; 명남, 2013). 

 수행에 요구되는 공유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서도 보다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유정신모형이 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Johnson, Khali, & Spector, 2008; Johnson, 2011).

 공유정신모형의 발달에  학습행동이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되어 왔다.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개개인은 유사한 이해와 해석을 발달시키며(Rentsch, 

1990),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신모형 일치도의 일차  원인이라고 간  증

거로 제안된 바 있다(Walsh et al., 1988). Van den Bossche 등(2011), Guchait과 

Hamilton(2013)은 보다 직 으로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간의 유의미한 

계를 밝힌 바 있다. 

한,  공유정신모형이  효과성이나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Kraiger

와 Wenzel(1997), Carley(1997), Heffner(1998), Mathieu 등(2000), Langan-Fox, 

Anglim와 Wilson(2004), Muethel 등(2011)의 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에서 조일 (2010)

도 학 로젝트 수업환경에서  공유정신모형의 수 이  과제 수행 수 을 정

으로 언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같은  내 지식 공유나 이해 

는 내  표상인  공유정신모형이  효과성을 진시킨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agnini, 2008; Hu et al., 2009).  

학습  지식 발 에 한 생각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Edmondson, 1999),  

학습행동은 아직까지 참여자의 인지의 과정과 결과 의 하나인 공유정신모형이나  

효과성과 제 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과 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은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더 나은  학습행동 는  공

유정신모형과 같은  과정이 생기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Moultrie et 

al., 2007; Guchait et al, 2013).  내의 상호작용인  학습행동이  효과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한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을 이끄는지,  공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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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효과성을 측할 수 있는지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최근 

Guchait 등(2013)은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을 이끄는지, 거꾸로 공유정신모형

이  학습행동을 이끄는지의 우선성을 탐색하 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행

동이  공유정신모형을 측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를 살펴보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Van den Bossche 등(2011)도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효과성의 계를 검증한 결과  학습행동을 통해  

안에서 공유정신모형의 발달이 일어나고,  공유정신모형이 매개하여 보다 나은  

수행을 이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Van den Bossche(2011)의 연구는 단지 2주 

동안의 시뮬 이션 게임을 완수하는 학생 을 상으로 이루어져서 수업  이루어

지는 실제의  학습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효과성과 련해서  학습행동,  공유정신

모형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학습행동이  

효과성에 미치는 직 효과와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을 통해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공 인  학습과 활동

에 한 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산업체 모두에서 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으므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지식 공유를 통한 표상이  

효과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구체 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효과

이고 차별 인  학습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기술하 다.

연구문제 1.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효과성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공유정신모형 체는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들은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매개할 것인가?

II.  학습행동,  효과성,  공유정신모형의 계

최근 은 산업 조직과 작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Salas, & Fiore, 2004). 

 이라는 용어는 일반 으로 두 명 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할당된 구체 인 역할 

는 기능을 역동 으로, 상호의존 으로, 그리고 응 으로 공동의 가치화된 목 , 

목표, 임무를 향해 수행해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Salas, Dickinson,  Converse, & 

Tannenbaum, 1992). 학 교육 장의 수업에서도 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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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들의 인지 ․정의  능력뿐만 아니라  체의 성과를 극 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목표를 정하고 특정한 

기간 내에 성 이 부여된 결과물을 산출하기 해 학습자 개개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학습은 학습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

호작용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 으로 학습자로 하여  학습 과정에 능동 으로 참여

하게 만든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4; 이 민, 2006).

수업 활동에서  학습은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습은 타

인과의 공동 학습을 통해 서로의 문성을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지식을 구성

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교수자가 수업에 필요한 유일한 자

원이자 수업 체에 한 인 통제권을 갖고 있던 통 인 강의식 교육에 비

해,  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 방법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력과 같은 고차  사고력뿐만 아니라 웍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인

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최윤미, 2010).

1.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

 학습행동은 경쟁력의 획득과 개발  체 으로 더 수월하게 이 기능하는 것

을 강화시키기 해 이 학습을 통해 일상 으로 수행하는 행 와 활동이다. Chan 

등(2003)의 내부  학습행동과 외부  학습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에서  학습행동이  성과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Zellmer-Bruhn과 Gibson(2006)은 다국  기업의 115개 에 한 국제연구에서 업무

에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는 원들은  학습행동으로 인해 향상된 동으로 에

서의 군무에 만족하고 몰입한다고 하 다. 한,  성과에 을 맞춘 박  등

(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행동을 탐험  학습과 개발  학습으로 구분하여 62개 

로젝트 을 상으로 실증연구를 하 는데, 탐험  학습은 의 신성과와 과업

성과에 정(+)  향을 미쳤으나, 개발  학습은  성과에 유의미한 향이 없다고 

하 다. Edmondson(1999)은 가구공자의 51개 근무 에 한 연구에서  학습행동

이 심리  안정성(psychological safety)을 통해  성과에 간  향을 미친다고 했

다. 이에 반해 Van Offenbeck(2001)은 산업학생으로 이루어진 29개 에 한 연구에

서  학습행동의 양은  성과와 유의한 계가 없으며, 업무와 련이 깊은  학

습활동이 성과에 향을 다고 하 다(김태연·이찬, 2011).

한편, 1990년  반부터  학습행동에 한 새로운 시각과 근이 두되고 있다. 

학습 과학의 연구(Dillenbourg et al., 1996; Alpay, Giboin & Dieng, 1998; Dillenbourg 

& Traum, 2006), 화, 담론과 화 모델에 한 언어 연구(Baker, 1995, 1999; 

Edmondson, 1981; Roulet, 1992)에 기 하여 구성(construction), 공동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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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struction), 구성  갈등(constructive conflict)의 하  개념을 사용한다(Baker, 

1995). Van den Bossche 등(2011)도  학습행동을 원 공동의 구성과 구성  갈등

으로 규명하고 있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학습행동에서 구성은  구성

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표 할 수 있다. 공동구성은 원이 서로의 

정보와 아이디에어 해 정교화하거나,  원 한 명의 정보는 다른 원의 정보로 보

완되거나 상호 질문하며, 논의된 아이디어에서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행동 등이 포함

된다. 구성  갈등에는  내의 의견 차이를 직 으로 고민하여 다루거나 아이디어

를 공유하거나 논평을 해주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명남, 2013). 이러한  학습행

동은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Dillenbourg et al, 1996; Alpay et al, 

1998; Dillenbourg and Traum, 2006; Baker, 1995, 1999; Edmondson, 1981; Roulet, 

1992). 즉 상호 이해를 해 의미의 구성과 공동 구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구성원 의 한 명이 문제 상황을 기술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

에 따라 시작되며 여기에서  구성원들이 따르는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다른  구

성원들은 능동 으로 경청하며, 직 으로 상황에 의미를 주기 해 이해하고 주어진 

설명을 악하려고 노력한다(Webb and Palincsar, 1996). 이러한 과정이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의미 구성의 과정은 공동 구성과 같이 력  구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

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래의 아이디어 제안을 다듬고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수정함으로

써 의미를 구축하는 상호  과정이다(Baker, 1994). 한, 원 간의 의견의 일치를 

해 구성  갈등의  학습행동이 존재한다. Alpay 등(1998)은 의미가 명료화되거나 

상호 이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의견 일치나 혹은 그 해석, 는 다른 

이나 조망이 출 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거부하거나  다른 확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았다. 원들에 의해 구축된 이해의 거부는  다른 의미를 한층 

더 정교화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한편,  효과성(team effectiveness)은  성과의 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수행

의 질을 포함하며,  구성원 개인의 요구에 한 지각된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Hackman, 1990).  효과성은 때로 웍 는  수행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명남, 

2013). 의 효과성에 한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들의 한 가지 혹은 더 이상에 종종  맞

추거나,  수행에 해 그들의 가능한 효과에  맞추거나, 그리고 때로는  효과성을 다

르게 정의내리기도 한다(Barron, 2003; Flening & Monda-Amaya, 2001; Henry & Stevens, 

1999; Rulke & Galaskiewics, 2000; Salomon & Globerson, 1989). 이들 연구자들에 의한 효

과 인  학습의 정의는, ‘하나의 으로서 연합된 문제-공간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조직

의 표 을 질 으로 고려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목표 성취’까지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학습행동이 의 효과성을 보증하는지 아닌지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하나의 

은  안에서의 다양한 의 제시와 열린 마음의 토의는 아이디어를 더 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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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만들고 문제의 복잡성을 직 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결정 인 사회  과정이

라고 여기는 것이다(Tjosvold et al., 2004; Tjosvold, 2008). 그러나  다른 에서

는 구성   공동 구성  는 구성  갈등이  효과성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원들의  학습행동이 간섭하여 생산 인 결과를 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도 보

고 있다(De Dreu and Wingart,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van Knippenberg 등

(2004)과 Homan 등(2007)도  구성원들이 의미구성에서 더욱 확산 이 되는 경우에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을  안에서 심층 처리하는 것을 이끌 때에만 단지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학습행동이  효과성과 어떠한 계에 있는지 

규명하는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2.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계

인지심리학은 개인이 ‘지식 구조’를 통해 자신들의 환경에 의미를 만드는 방식에 

을 맞추어 왔다. 이를 Johnson-Laird(1983)는 정신모형(mental model)이라고 개념화

했다. 이는 하나의 체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며 측하는 하나의 개념  틀을 제공하며, 

환경에 한 내 인 표상이다(Rouse and Morris, 1986) Klimoski와 Mohammed(1994)

는 집단 는  수 의 상으로서 인지를 개념화하기 해 이러한 개인  의미 만

들기의 이해를 활용하여 공유정신모형(shared mental model)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유정신모형은 원들이  과제 환경의 핵심 요소에 해 복되게 가지는 정

신  표상이다(Klimoski & Mohammed, 1994; Van den Bossche, et al., 2010)  과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원들 간에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한

호, 2011). Langan-Fox 등(2001)은 공유정신모형을 ‘어떤 상이나 상황에 한 한 집

단 내의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유사한 인지  표상’이라고 정의하 다. Cannon-Bowers, 

Salas와 Converse(1993)는 ‘공유정신모형은 과제 수행을 해 필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여 만들어 나아가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구조’로 정의하고, 공유정신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측할 수 있다고 하 다(류완 ․배미은, 2007).  

활동에서는 원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 지식을  체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

식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공유정신모형은 이 지니고 있는 정신  자신이며, 다른 

과 구별될 수 있는 의 고유한 지식이다(이 민, 2005). 

 공유정신모형은 1990년 에 들어와 여러 문제 상황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 있거나 장

기간의 심도 있는 논의  해결과정을 거쳐야 풀릴 수 있는 복합 인 문제나 과제들이 증가

하면서 도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Hutchings & Klausen, 1996; Klimoski & Mohammed, 1994). 의 공유정신모형은 의 효

과 인 수행에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며, 기술과 행동은 과제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기

본 으로 요구되며, 한 한 태도는 효과 인  수행을 진한다(Johnson,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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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신모형은 일반과제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용,  자원과 활동환경의 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II-1>.

 공유정신모형은 어떻게 발달되는가에 한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 과제 

환경의 핵심 요소들에 한 공유된 정신  표상을 성취하기 해서는  구성원의 지

식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Mohammed and Dumville, 2001). Mohammed와 

Dumville(2001)은  학습의 유의미한 역할을 강조하고,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

해 정신모형이 강화된다고 했다. 즉 상호작용하는 개개인은 사건에 해 유사한 이해와 

해석을 발달시킨다(Rentsch, 1990; Walsh et al., 1988). Walsh와 그의 동료들(1988)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신모형 일치도의 일차  원인이라고 증명했다. 

Rentsch와 Klimoski(2001)는 의 크기와 공유정신모형 간의 계에 해 의문을 가지

고 연구한 결과 이 클수록 정신모형의 공유성에 부정 으로 련된다는 을 밝 냈

다.  크기는  구성원의 상호작용 기회에 한 거친 추정(estimate)으로 볼 수 있다. 

한, Jeong과 Chi(2007)는 상호작용의 량과 공통 지식의 발달 간의 련성을 찾아냈다. 

그러나, 의 활용도에 비해  공유정신모형의 증가를 일으키는  학습행동에 해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구체 으로 보면  학습행동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담

화 패턴에 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한편 력 학습에 한 연구들은 담화 실제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징이 지식 구축 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맞추어져 왔다. 

상호작용의 형태를 살펴보는 이러한 연구 경향의 표 인 는 동집단 안에서 도움 

련 행동에 한 연구이다(Webb, 1991). 이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제공

한 도움이 어떻게 정교화되었는가의 방법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되었다. 연구결과 의 하나

는 구성원의 문제해결 수행이 정교화된 설명을 제공받았거나 비정교화된 도움 제공을  막

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집단 내에서 개별 수행에 을 두게 되면 개

인  발달을 논할 수 있다는 에서는 논리 이다. 그러나 집단에서의 성공 인 력은 공

유정신모형을 필요로 한다는 조망 안에서 이러한 은 제한 이다(Barron, 2000).

학습 과학 분야에서 매우 소수의 연구들이 공유 인지를 직 으로 측정하고 발달

의 기 에 깔려 있는 담화를 탐구해왔다. Fischer와 Mandl(2005)은 몇 개의  과제 

사례에서의 분석을 기 로 어떻게 담화가 공유 지식에 연 되는가에 한 잠정 인 

지시자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높은 공유 지식은 보다 복잡한 담화 패턴

을 보여주며, 이것은 학습자가 함께 주의집 하고, 상호 교환 으로 다른 구성원과 융

통성 있는 공동-구성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에 기

여했던 것 에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주었다(Fischer and Mandl. 2005). 

한, Jeong과 Chi(2007)도 공유 지식의 발달을 상호작용으로 거꾸로 추 해낼 수 있

었다. 더구나, 그들은 단지 화에 기 한 지식 수렴에 한 평가는 공유 인지의 과

추정을 이끌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력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항상 약호

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표상의 부분으로 충분히 처리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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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공유정신모형의 

하위요인
내용 문항 예시

팀 공유정신모형: 

일반 과제와 팀 

지식(know.)

팀 지식과 과제 관련 지식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지식의 유형과 관련됨.

․우리 팀은 과제 프로젝트의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팀 공유정신모형: 

일반 과제와 

의사소통 

기술(comm.)

구성원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실행

하며,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지 능력

과 신체 능력

․우리 팀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서

로 의사소통한다.

팀 공유정신모형: 

팀원과 과제에 대한 

태도(atti.)

특정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를 결정하거나 팀이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태.

․우리 팀은 팀 과제를 하기 좋아한다.

팀 공유정신모형: 

팀의 역동성과 

상호작용(inter.)

팀의 협동 작업(팀워크) 과정과 결과

로 구성됨.

․우리 팀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

팀 공유정신모형: 

팀 자원과 활동 

환경(environ.)

팀 환경은 팀 내부에서의 환경을 반영.

과제 수행 동안의 팀 자원과 작업 환

경을 나타냄

․우리 팀은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가

지고 있다.

<표 II-1>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 시(Johnson et al, 2007; 명남, 2013).

히 주의를 끌어 알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며, 기존의 지식 표상 안에

서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고 통합하는 능동  노력이 필요했다. 만약 한 사람이 집단

에 기여하는 내용을 완 하게 처리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러한 정보가 표상 안에서 통

합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게 된다(Jeong and Chi, 2007). 

재,  학습행동에 한 새로운 들이 두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Baker, 1995, 1999; Edmondson, 1981; Roulet, 1992; Van den 

Bossche 등, 2011), 최근에 이루어진 Guchait 등(2013)의 연구에서는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을 측하는지, 거꾸로 공유정신모형이  학습행동을 측해내는지 

그 우선성을 찾아보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을 측한

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행동으로 고려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 

 공유정신모형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지에 해서 규명해내고자 한다.

3.  공유정신모형과  효과성의 계

 학습에서  공유정신모형과 수행 간의 정 인 계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

고되어 왔다(Carley, 1997; Heffner, 1998; Kraiger & Wenzel, 1997; Mathieu et al., 

2000). Carley(1997)는 높은 수행 은 낮은 수행 보다 보다 정교하고 폭넓게 공유

된 정신 모형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유정도가 낮은 조정이 되지 않고, 빈약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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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다(HelmReich, 1997; Langan-Fox, Anglim, & Wilson, 

2004). 한,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공유정신모형이  과제 수행  개인 과제 

수행과 상 이 높고, 활동 시간이 경과할수록 공유정신모형의  과제 수행 설명력은 

증가하 으나 개인 과제 수행 설명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이 밝 진 바 있다(이

민, 2005). 

비록  공유정신모형에 해 연구자들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이은 연구들에서 공통되는 발견은 공유정신모형이  수행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Akkerman et al., 2007), 를 들면, Mathieu 등(2000)은  구성원의 정신

모델공유성이 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했었는데, 이 때에 학생 이 PC 기반 비

행기 시뮬 이션 미션 시리즈를 완수해내는 것을 사용해서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과

제 정신 모형의 공유성은 연이은  과정과 수행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수행과 련해서 보다 유의하다는 최근의 Mathieu 등

(2005)의 반복연구에서도 과제 정신모형의 공유성이  수행에 유의미하게 련된다

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종합컨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유정신모형과  효과

성과의 련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모형설정

이 연구에서는  학습행동을 언변수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공유정

신모형을 매개변수로,  효과성을 결과변수로 하는 매개 모형 두 가지를 설정하 다. 

언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결과변수로 가는 간 경로와 언변수에서 결과변수로 

가는 직  경로를 모두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 다. 한 언변수가 매개변

수를 거쳐 결과변수에 이르는 간  경로만을 가정한 완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문

제를 검증하 다[그림 III-1][그림 III-2].

[그림 III-1] 부분매개모형 [그림 III-2] 완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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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과  학습 참여 차

경상북도와 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682명이 

참여하 으며, 수집된 자료 에 문항 락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한 총

65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1학년생은 395명(60.1%), 2학년생은 119명

(18.1%), 3학년생은 87명(13.2%), 4학년생은 56명(8.5%)이었다. 이들은 2012년 2학기부

터 2013년 2학기에 개설된 교양강좌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한 재학생들이었다.  

혹은 소집단은 련문헌들에서 상호호완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Cavalier, 

Klein, & Cavalier, 1995), 동학습, 력학습, 소집단 학습,  기반 학습이 갖고 있

는 근 방식이나 기본 가정은 다르지만(Michael, Knight, & Fink, 2004),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용어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수업 에 2명 이상의 학습자가 을 형성

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 활동 유형을 ‘  학습 활동’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한

다(최윤미, 2010). 본 연구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54개 공 역의 

학생들이었으며, 기 을 비동질 (heterogeneous)으로 하기 해 되도록이면 다른 

학과와 다른 학년이 같은 이 되도록 구성했다.  학습에 참가자들은 총 6주간 

학 수업 시간에 참여하 다. 비동질 인 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구성 이후  빌

딩(team building) 활동에 2시간 참여하 다. 이어  구성원이  함께 결정하는 자유 

주제 선정, 자료 탐색,  보고서 작성  발표, 평가(  학습활동에 해 구성원이 

동일한 수 받음)의 차를 거쳤다. 수업 시간   학습에 참여한 시간은 총 12시

간에 해당되었다. 모든 참가 이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 

3.  측정도구

‘  학습행동’은 Van den Bossche, Gijselaers, Segers, Woltjer, Kirschner(2010)이 개

발한 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했다. Likert식 5  척도로 9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공

동구성(4문항), 구성  갈등(4문항), 구성(1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 척도의 

내  신뢰도는 .70이었다. ‘  공유정신모형’의 측정은 Johnson((Johnson et al, 2007)이 

개발한 공유정신모형(Shared Mental Model) 측정도구를 명남(2013)이 타당화 한 도구

로 총39개 문항을 사용했다(표 II-1, 부록1 참조). 이 도구는 일반과제와  지식,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과 상호작용,  자원과 활동환경의 5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하 척도별로 3문항씩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공유정신모형 척도의 

내  신뢰도(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한편,  ‘  효과성’은 Van den Bossche(2010)

과 Fransen 등(2011)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의 

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효과성의 내  신뢰도는 .87 이었다. 수업에서  활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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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지 4 주 후에,  학습행동 척도(Van den Bossche et al., 2010)와  공유정신모형 

척도를 실시하 다.  활동의 종료 시 에, 참가자들은  효과성 척도에 응답하 다.

문항 예시 Cronbach α

팀 학습행동

․ 무언가가 불확실한 경우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한다.

.70․ 팀 구성원은 서로의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해 정교화시킨다.

․ 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팀 효과성
․ 우리 팀의 수행에 만족한다.

.87․ 다음 기회에도 이 팀과 함께 활동하면 좋겠다.

<표 III-1>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문항 시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하여 우선 체 변인에 한 참가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 다.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체와 하 요인,  효과성 측정 변인들의 

련성을 Pearson의 상 계수를 통해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학습행동이  효과

성에 미치는 향을  공유정신 모형 체와 그 하 요인이 매개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검정을 통해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Sobel 검정은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실시했다. 이는 계수값 a(독립변인⟶
매개변인)와 b(매개변인⟶종속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보이고 a x b의 곱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나타낸다는 가정을 만족할 때 다음 식에 의하여 유의성을 검증하게 된다.

IV. 연구결과

1. 학 수업에서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효과성의 기술

통계 분석과 상 계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체의 상 계수는 .75 고,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과는 .66에서 .72 사이의 수를 보여주었다.  학습 행동과  효과성은 유의

미한 정  상 을 보 다(=.72, <.01).  공유정신모형 체와  효과성도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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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상 을 보여 주었으며(=.74, <.01),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과는 .67에

서 .71로 나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여주었다<표 IV-1>. 

학 수업에서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효과성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를 구한 결과가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체 학년 결과를 살펴보면 각 척도별

로 평균이 3.41에서 3.63, 표 편차가 .62에서 .88의 수 범 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

는 척도가 5  척도로 간값이 3.0임을 볼 때, 학생들이 문항에 해 체로 정

인 반응을 보 다는 것을 말해 다.

변인 1 2 2-1 2-2 2-3 2-4 2-5 3

1. 팀 학습행동 1

2. 팀 공유정신모형 전체 .75** 1

2-1. 팀 공유정신모형: 일반과제와 팀 

지식(know)
.72** .89** 1

2-2. 팀 공유정신모형: 일반과제와 의

사소통 기술(comm)
.68** .89** .78** 1

2-3. 팀 공유정신모형: 팀원과 과제에 

대한 태도(atti)
.66** .92** .77** .80** 1

2-4. 팀 공유정신모형: 팀의 역동성과 

상호작용(inter)
.71** .95** .81** .77** .86** 1

2-5. 팀 공유정신모형: 팀 자원과 활동 

환경(environ)
.68** .91** .74** .67** .81** .86** 1

3. 팀 효과성 .72** .74** .71** .67** .67** .71** .68** 1

평균(M) 3.63 3.49 3.51 3.45 3.41 3.57 3.51 3.57

표준편차(SD)  .65  .62  .62  .65  .68  .72 .70  .88

            **   

<표 IV-1>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효과성 간 상 계수와 기술통계(n=657)

2.  학 수업에서  학습행동,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의 

매개효과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 체를 유의하게 설명하 고(=.75, <.01)  효과

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72 <.01),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체를 

동시에 투입하 을 때 유의미한 수 으로 떨어졌으므로(=.37, <.01),  공유정신모

형 체는  학습행동과  효과성과의 계를 완 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Ⅳ-1].  효과성은  효과성 변량의 52.5%를 

설명하 으나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체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61.8%를 설명하 다. 이 효과는 Sobel 검증(Preacher & Hayes, 2004)을 통해

서도 입증되었다(z=5.7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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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모

형 전체
.89 .75 .02 27.96 .565 782.11**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6 .72 .04 25.70 .525 660.37**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50 .37 .05 9.83

.618 481.61**팀 
공유정신
모형 전체

.64 .46 .05 12.00

**  

<표 IV-2>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체의 매개효과

[그림 IV-1]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체의 부분매개효과

 학습행동은 '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지식(know.)'을 유의하게 측했고(

=.71, <.01)  효과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71, <.01)  학습행동과  공유

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지식을 동시에 투입하 을 때 유의미한 수 으로 떨어져(=.57, 

<.01),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지식은  학습행동과  효과성과의 계를 부

분매개하 다[그림 IV-2].  학습행동은  효과성 변량의 51.6%를 설명하 으나  학

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지식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59.4%를 설명하 다. 이 효과는 Sobel 검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z=5.79, p<.001).

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모
형:know.

.69 .71 .02 25.70 .515 660.60**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6 .71 .04 25.61 .516 655.92**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57 .42 .05 11.63

.594 451.89**팀 
공유정신

모형:know.
.56 .40 .05 10.97

 **  

<표 IV-3>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 know.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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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know.의 부분매개효과

한  학습행동은 ‘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comm.)’를 유의

하게 설명하 고(=.68 <.01)  효과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71, <.01)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을 동시에 투입하 을 때 유

의미한 수 으로 떨어졌으므로(=.48, <.01),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의사소

통기술은  학습행동과  효과성 간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  학습행동은  효과성 변량의 51.31%를 설명하 으나  학습행동과  공

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을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57.3%를 설명하 다. 이 효과는 Sobel 검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z=6.93, p<.001) 

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모
형:comm.

.68 .68 .03 23.22 .465 539.31**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5 .71 .03 25.37 .512 643.85**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64 .48 .04 13.43

.573 411.63**팀 
공유정신

모형:comm.
.45 .34 .04 9.38

    **  

<표 IV-4>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 comm.의 

매개효과

[그림 IV-3]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comm.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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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습행동은 '  공유정신모형의 원과 과제에 한 태도(atti.)를 유의하

게 측했고(=.66, <.01)  효과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71, <.01).  학

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원과 과제에 한 태도를 동시에 투입하 을 때 유의

미한 수 으로 떨어져(=.48, <.01),  공유정신모형의 원과 과제에 한 태도는 

 학습행동과  효과성과의 계를 부분매개하 다[그림 IV-4].  학습행동은  

효과성 변량의 51.3%를 설명하 으나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일반과제와 

 지식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58.3%를 설명하 다. 이 효과는 

Sobel 검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z=7.07, p<.001).

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

모형:atti.

.68 .66 .03 21.79 .433 475.06**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5 .71 .04 25.48 .513 649.16**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64 .48 .04 14.02

.583 431.01**팀 

공유정신

모형:atti.

.45 .35 .04 10.21

           **    

<표 IV-5>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 atti.의 매개효과

[그림 IV-4]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atti.의 부분매개효과

부가하여,  학습행동은 '  공유정신모형의 의 역동성과 상호작용(inter)을 유의

하게 측했고(=.71, <.01)  효과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72, <.01),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동시 투입하 을 때 유의미

한 수 으로 떨어져(=.59, <.01),  공유정신모형의 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은  

학습행동과  효과성과의 계를 부분매개하 다[그림 IV-5].  학습행동은  효과

성 변량의 51.3%를 설명하 으나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의 역동성과 상

호작용을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59.4%를 설명하 다. 이 효과는 

Sobel 검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z=7.3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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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모

형:inter.

.79 .71 .03 25.37 .509 643.64**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6 .72 .03 25.93 .522 672.62**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59 .45 .04 12.18

.594 452.28**팀 

공유정신

모형:inter.

.46 .39 .04 10.55

**    

<표 IV-6>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 inter.의 

매개효과

[그림 IV-5]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inter.의 부분매개효과

마지막으로,  학습행동은 '  공유정신모형의  자원과 활동 환경(environ.)을 

유의미하게 측했고(=.68, <.01)  효과성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71, 

<.01).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자원과 활동 환경을 동시에 투입하 을 

때 유의미한 수 으로 떨어져(=.48, <.01),  공유정신모형의  자원과 활동 환경

은  학습행동과  효과성과의 계를 부분매개하 다([그림 IV-6]).  학습행동이 

 효과성 변량을 51.3%로 설명했으나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의  자원과 

활동 환경을 함께 포함한 모델은  효과성 변량의 57.4%를 설명했다. 이는 Sobel 검

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z=6.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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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B  SE    

1

단계
독립⟶매개

팀 

학습행동
⟹

팀 

공유정신

모형:environ.

.73 .68 .03 23.31 .467 543.47**

2

단계
독립⟶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95 .71 .03 25.44 .513 647.21**

3

단계

독립

매개⟶종속

팀 

학습행동

⟹ 팀 효과성

.64 .48 .04 13.37

.575 414.32**
팀 

공유정신

모형:environ.

.42 .34 .04 9.42

**    

<표 IV-7>   학습행동과  효과성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하 요인 environ.의 

매개효과

[그림 IV-6]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에서  공유정신모형: environ.의 부분매개효과

V. 결론  제언

산업 장에서보다 학교 수업에서  학습의 효과성을 경험 으로 다룬 연구가 부

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  내에서의 상호작용인  학습행동이  

효과성에 직 인 향을 미치며, 한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의 구성을 이

끌고,  공유정신모형은 매개하여  효과성에 향을 미친다는 을 알아낼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학습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이들 제반 과정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볼 수 있다. 주요한 연구 결과  이에 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 수업에서  학습행동,  공유정신모형,  효과성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다.  학습행동과  효과성 간에는 .72,  공유정신모

형 체  하 요인들과  효과성 간에는 일반 으로 .67에서 .74,  학습행동과 

 공유정신모형 체  하 요인들 간에는 .66에서 .72로 나왔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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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는  공유정신모형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공유정신 모형 체 차원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찰되었다. 즉  학습행동은  공유

정신모형 체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시키며,  효과성과 직 인 설명력이 가장 

큰  학습행동은 인지 과정인  공유정신모형을 부분매개로  효과성을 증진시킨

다는 을 확인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행동이  효과성 는  

성과에 정 인 향이 있음을 찾아낸 Edmondson(1999), Van Offenbeck(2001), Chan 

등(2003), Zellmer-Bruhn과 Gibson(2006), Bresó, Gracia, Latorre, Peiró(2008), 박  

등(2004), 김태연 등(2011)의 연구와 일 된 결과를 보여 다. 한,   공유정신모형

이  수행이나 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Carley(1997), HelmReich(1997), 

Heffner(1998), Kraiger와 Wenzel(1997), Mathieu 등(2000), Langan-Fox, Anglim와 

Wilson(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가하여 Van den Bossche 등(2011)이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의 구성을 이끈다고 한 연구결과와 Guchait 등(2013)이 

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에 정  효과를 가지지만 

역으로 공유정신모형이  학습행동을 측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도 일 된 결과를 

보여 다. 이를 토 로 여러 학생들과 함께하는 구성  행 들로 이루어진  학습행

동이  공유정신모형의 인지과정을 거쳐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상할 

수 있었다. 한  공유정신모형을 구축하는  학습이 개되는 것이  효과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행동과  효과성의 계는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인 일반과제

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

용,  자원과 활동환경의 변인 각각의 차원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학습

행동은  공유정신모형의 각 하 요인에 해당되는 내  이해 과정을 거쳐  효과성

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직 인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학습행동

이고,  공유정신모형의 하 요인들인 일반과제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

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용,  자원과 활동환경을 부분매개

로  효과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높은 수 의  학습행동의 

여가  공유정신모형 체, 일반과제와  지식, 일반과제와 의사소통기술, 원과 

과제에 한 태도,  역동성과 상호작용,  자원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공유정신

모형과 하 요인의  효과성에 향을 미쳐  효과성의 수 을 높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 수업  학생들이 학습 을 이루어 활동을 해나갈 

때 일반 인  지식이나 과제 련 지식을 가지거나, 상호작용과 실행,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의사소통, 갈등과 화합을 다루는 방법,  구성원들의 

상황 이해와 서로의 과제와 책임, 특정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거나 

의 선택, 궁극 으로 효과 인 결정에 도달하기, 공유된 가치, 구성원들의 신뢰, 공

유된 태도나 동작업, 정보탐색, 정보교환, 상호작용 패턴의 역할과 책임,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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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새로운 역할,  내부나 과제수행 동안의  자원과 작업 환경 등을 인지

으로 표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행동을 극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

불어 의 효과성 발달에 한 개입 략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행동을 할 때,  효과성 수 의 향상을 해서는 학생이 보다 높은  공유

정신모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   효과성의 수 을 향상시키며, 한 

이는  효과성 수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학생 참가자의  학습행동이  공유정신모형에 향력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있는 활동, 원이 서로

의 정보와 아이디에어 해 정교화하거나,  원 한 명의 정보는 다른 원의 정보로 

보완‧상호 질문하는 활동  논의된 아이디어에서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  내

의 의견 차이를 직 으로 고민하여 다루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논평을 해주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학습행동이  효과성의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

다.  학습행동은 개인의 내 인 요인인  공유정신모형의 수  향상에 기여할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습행동에서 보여주는  내 상호작용 과정의 

요성을 확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Jeong & Chi, 2007),  공유정신모형과 같은 공

유 인지를 이끄는  학습행동에 한 심도 높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

유정신모형이  학습행동과  효과성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공유

정신모형이  효과성과 연 됨을 입증해냈다. 이는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련 

변인의 확장과 함께 이들 세 변인의 계를 구체 으로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효과성 수 에 미치는  학습행동의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학습행동의 

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련 로그램 개발과 

학생교육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 된 학생을 연구 상으로 실시하 기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이나 ‧ ‧고등학생들, 성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상을 확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지역별로 집단을 

구분하거나, 학년, 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이 지각한  학습행동의 형태가 학

생이 지각하는 사회  바람직성이나 방어기제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상황을 직  찰하여  학생행

동을 규명하고  효과성  이를 매개하는 내 인  공유정신모형의 역할을 탐색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셋째,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표 인 맥락변인의 하나인  학습행동,  공

유정신모형을 연구의 상으로 제한하 다.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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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s, Sims와 Burke(2005)는  리더십,  오리엔테이션, 상호 수행 모니터링, 지원 

행동  용가능성 등의 5개 요인과 공유정신모형, 상호신뢰, 폐된 의사소통과 같

은 3가지 지원 메카니즘을 이론 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표

집의 확 와 더불어 제반 변인들과 련성이 있 것으로 상되는 다른 변인들과 함께 

종합 인 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한 학기  학습 을 운 하면서  학습행동과  공유정신

모형,  효과성을 일회 으로 조사를 하여 계를 탐색하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의 진행과정을 계속 으로 추 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제반 변인들의 구조

 계를 검증하여 단기와 장기 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써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면  면 교실 상황에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맥락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  학습을 수업 에 2명 

이상의 학습자가 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 활동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소집단 학습과  기반 학습을 구분짓는 경우에 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제반 변인들이 어떻게 련되며 오 라인 수

업 환경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여 온라인 상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이

해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학습행동이나  공유정신모형의 학습 략에의 시사 을 찾는 노력이 필

요하다.  효과성과 련해서  학습행동이나  공유정신모형의 실제 인 함의를 

찾는다면, 구체 인  활동 상황에서 효과 인 것과 비효과 인 것을 구분해보는 질

인 근도 요구된다. 한  구성원의 특성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근도 필요하다. 부분의 학습 에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지능력 면에서의 차

이는 고려하지 않고 을 구성한다. 그러나 Ellis 등(2003)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인지능력이  학습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내 학교 교

육에서 웍에 해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성에 한 이해도 높

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학습 에 완 히 련이 없는 측면도 밝 낸다면 

설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산업교육 장 용성과 실제  함의 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의 산업 조직에서는 경쟁 이고 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다루기 해 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토의하거나 리하기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를 

차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교육에서도 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성에 

한 심은 물론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해서도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성인인 학생을 상으로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  학습행동은  효과성은 물

론  공유정신모형의 구성을 이끌고 있었으며,  공유정신모형은 매개변인으로  

효과성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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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의  공유정신모형이 에 보다 효과 이라는 시사 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수업이나 산업체에서 에서의 력 는 동의 핵심 의 하나는 구성원이 상

호작용하여 문제에 해 공유된 개념을 구축하고 지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Dillenbourg & Traum, 2006; Roschelle, 1992). 에 요구되는 력 과제는 함께하는 

기반, 공동의 표상을 창출하며, 이것은  구성원이 문제에 해 직 으로 가지는 

각각의 다른 조망들의 기  는 시 석으로 기여할 수 있다(Schwartz, 1995).  효

과성은 이러한  구성원의 상호작용인  학습행동과  안에서 지식표상의 공유, 

즉  공유정신모형이 발생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교육 장

에서 보다 높은 수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여  학습행동의 수 을 높이며, 

이러한  학습행동을 통해  공유정신모형의 발달이 용이해지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수업과 산업교육에서  학습의 경험은 장 기업에서

의  업무 수행에 직 인 도움을  수 있을 상된다. 이 연구에서 밝 진 원리

는 학 교육 장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 후 직면하게 되는 산업과 비즈니스 세계에

도 마찬가지로 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에서 이 연구는 교육 분야와 산업 분

야의 양면으로 의미 있는 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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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Team Shared Mental Mod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Learning Behavior and Team Effectiveness in the 

College Classroom

Myong-nam Jun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mediated effects of team shared mental 

model(TSM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learning behavior and team 

effectiveness by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t learning team in the classroom.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657 college students in Kyungsangpookdo and 

Daegu City in Korea and were used for the analysis. At the point of 4 weeks 

later from beginning of team work, team learning behaviors scale(Van den 

Bossche et al., 2010), TSMM scales(Johnson et al, 2007; Korean version validated 

by Jun, 2013) were  administrated. At the end of semester(At the point of 6 

weeks later from beginning of team work), students were answered at and team 

effectiveness scale(Van den Bossche, 2010; Fransen et al.(2011). The first, learn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whole TSMM and its 

sub-variables which were general task & team knowledge, general task & 

communication skills, attitude toward teammates & task, team dynamics & 

interactions, team resources & working environment and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eam effectiveness. The second, team learning behavior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team effectiveness under the partial mediates of the whole TSMM. The third, 

team learning behavior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team effectiveness  under the 

partial mediates of the subfactors of TSMM, general task & team knowledge, 

general task & communication skills, attitude toward teammates & task, team 

dynamics & interactions, and team resources & working environment. Thu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as it provides basic data for educational application 

that team learning behavior made effect on team effectiveness under the mediate 

of TSMM.

Key word :  Team Learning Behavior, Team Shared Mental Model, Team 

Effectiveness, Medi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