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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mid an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a team system designed to improve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constitutes the most basic part of an organization. Still, team learning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addition, team learning behavior, despite being an important part of a team process, is often mentioned

as a team-level outcome variable. Given that team learning behavior involves constant changes in

thinking and behavior, a shared belief among team members is needed in order to positively influence

innovative performance of a team. In spite of that, there has been only limited discussion of it. Besides,

few domestic studies have dealt with R&D teams that can clearly demonstrate team learning behavior

and team innovative performance.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eam efficacy on team innovative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team learning behavior based on materials collected from team leaders and their

immediate subordinates in 268 R&D teams. The analysis showed that team learning behavior actually has a

positive effect on team innovative performance. Team efficacy also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eam learning behavior. Lastly, the study found that team learning behavior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efficacy and team innovative performance. Based on those results, the study has

identifi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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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팀

학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급격한 경영환

경의 변화에서 유연성,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제 1저자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 2012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9월 26일

국내기업들은 팀을 활용하고 있고 (박원우, 안성익,

2005), 팀은 학습의 핵심자원이며 (Knapp, 2010), 팀

학습은 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Argote,

Gruenfeld & Naquin, 2001; Edmondson, 1999).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개

인 및 조직 수준의 학습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엄기용, 2004), 따라서 팀 수준의 학습을 연구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Marquardt, 1999). 왜냐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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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개인에 의해 시작되며 (Simon, 1991), 팀은 획

득한 지식 등을 공유, 실행하고 (Marquardt, 1999),

조직에서 학습은 제도화되는데 (Hedberg, 1981;

Shrivastava, 1983), 팀 학습은 조직학습의 심장 역

할을 수행하며 (Marquardt, 1999), 조직학습의 축소

판이기 때문이다 (Watkins & Marsick, 1993).

팀 학습에서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변수는 팀

학습행동이다 (박희진, 손영우, 2009). 팀 학습행동

은 ‘탐색, 성찰, 오류 및 기대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토론, 피드백 찾기, 실험하기 등의 특성을 보

이는 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사고와 행동과정'을

의미한다 (Edmondson, 1999, p.353). 기존의 몇몇 연

구들 (Levitt & March, 1988; Zellmer-Bruhn &

Gibson, 2006)은 팀 효과성 변수 중의 하나로 팀 학

습행동을 규명한 반면,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을

과정변수로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일관적이

고 지속적인 학습이 팀 효과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므로 (Argote, Gruenfeld & Naquin, 2001; Kozlowski,

Gully, Nason & Smith, 1999), 팀 학습행동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팀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팀 학습행동을 팀 효과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팀 학습을 지나치

게 강조하는 경우, 오히려 팀 성과는 낮아질 수 있

기 때문이다 (Bunderson & Sutcliffe, 2003). 탐색적

활용적 학습 중에서 활용적 팀 학습이 팀 혁신 및

과업성과에 유의하지 않는 연구 결과 (박헌준, 이종

건, 성상현, 2004)를 보면, 팀 학습행동이 팀 성과를

항상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Wilson, Goodman

& Cronin, 2007). 따라서 팀 학습행동과 팀 결과물

을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팀 혁신성과의 선행요인으로 팀 학습

행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혁신은 학습과

정의 산출물이며 (Sarin & McDermott, 2003), 새로

운 지식창출 적용을 요구하고 (Schoonhoven,

Eisenhardt & Lyman, 1990),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지식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Cohen

& Levinthal, 1990). 그리고 팀 혁신성과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학습이 제시된 반면 (Alegre &

Chiva, 2008; Dunphy & Bryant, 1996), 팀 혁신성

과의 선행요인으로 팀 구조 (상호의존성, 규모 등)

및 팀 맥락 (풍토, 갈등, 리더십 등) 등이 제한적으

로 규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준호, 이진규, 김학수,

2011).

팀 혁신성과의 선행요인으로 팀 학습행동을 고려

하면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팀을 연구맥락으로 두

었다. 연구개발팀의 구성원들은 고객, 공급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에 놓여 있다 (Brown & Eisenhardt, 1995a). 따라서

연구개발팀의 구성원들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보다

경험적 즉흥적 학습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Miner & Moorman, 1993). 연구개발팀의 활동은

개별적인 개인이 보유하기 어려운 집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연구개발팀의 학습이 연구개발팀의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박경환, 2005; 최만

기, 신창호, 2003). 또한, 조직내의 다른 팀과 비교

하여 팀 학습행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팀은 연구

개발팀이다 (Sarin & McDermott, 2003).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팀 효능

감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조직 및 리

더들이 팀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방안인 코칭, 임파

워링 및 조직 지원 등을 팀 학습행동의 선행요인으

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팀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리

방안을 외재적 동기로 인식할 수 있다. 팀 구성원

의 태도 및 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은 내재적 동기이다 (한주희, 고수일, 2002). 팀 구

성원들은 동기요인인 팀 과업에 대한 공유된 자신

감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팀 효

능감은 팀에서 중요한 내재적 동기요인이며

(Gibson & Earley, 2007), 팀 구성원들의 업무적 교

환관계를 촉진하여 (이준호 외, 2011), 팀 학습행동

을 향상시킨다 (Edmonsdon, 1999).

본 연구는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

계에서 팀 학습행동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 (Gully, Incalcaterra, Joshi & Beau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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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Riggs & Knight, 1994; Stajkovic, Lee &

Nyberg, 2009)은 팀 효능감과 팀 성과간의 직접적

인 영향관계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과정을 블랙박스로 남겨두고 있다. 팀 효능감은 팀

혁신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임희

정, 강혜련, 2005a),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

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팀 효능감은 자만

심으로 변질되어 팀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팀 학습행동은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의 긍정적 영향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팀 프로세스 요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팀 효능감

은 팀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높여 팀 학습행동을 촉

진하며 (Edmondson, 1999), 팀 학습행동은 팀 혁신

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박희진, 손영우, 2009).

이러한 논지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팀 학습행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팀을 대상으로 팀 혁신성과의 선행요인으

로 팀 학습행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팀 학습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팀 효능감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

계에서 팀 프로세스 요인으로서 팀 학습행동의 매

개역할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팀 학습행동

무한 경쟁시대에서 조직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Banker,

Field, Schroeder & Sinha, 1996; Glassop, 2002;

Pfeffer, 1994). 팀은 개별 구성원보다 더 높은 수준

의 적응성, 창의성, 생산성 등을 보이며, 다양한 문

제에 대한 혁신적 통합적인 해결안을 제시한다

(Beers, 2005). 또한, 팀은 다양한 정보를 지닌 개인

들로 구성되며 (Jackson, 1992), 혁신성과를 추구한

다 (Somech, 2006).

하지만, 팀 조직구조가 자동적으로 성과를 향상

시키는 것은 아니다. 팀은 구성원들에게 암묵적 지

식을 공유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Brown & Duguid,

1991),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De Dreu & De Vries, 1997). 왜

냐하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팀 전

략으로서 팀 학습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Banker, Field, Schroeder & Sinha, 1996;

Osterman, 1994; Safizadeh, 1991).

팀 학습행동은 실천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의 하위요소 (Brown & Duguid, 1991) 및

학습조직의 하위요소 (Argyris, 1999)로 논의되다가,

Edmondson (1999)에 의하여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는 팀 학습행동을 '질문하기, 피드백 찾기, 실험,

결과에 대한 성찰, 기대하지 않은 결과 및 오류에

대한 토론 등의 특성을 가진 지속적인 사고와 행동

과정' (p.353)으로 정의하였다. Edmondson (1999)이

팀 학습행동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Ellis,

Hollenbeck, Ilgen, Porter, West & Moon (2003)은

‘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경험에 의한 팀 수준 지

식, 기술의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 (p.822)로 팀 학

습행동을 정의하였다. 또한, 박희진 (2009)은 ‘구성

원들의 행동 수정뿐만 아니라 조사와 협상과 같은

지속적인 상호작용 행동들을 포함하는 사고, 대화

및 행동의 지속적인 과정’ (p.601)으로 팀 학습행동

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을 팀 구성

원들의 팀 수준 지식,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

구하는 사고와 행동패턴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새로운 지식 정보의 획득은 경쟁우위의 필수요건

이다 (Edmondson, Bohmer & Pisano, 2001). 하지

만, 새로운 지식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없

다면, 기존 역량은 새로운 역량의 걸림돌이 되는

역량 덫 (Levitt & March, 1988), 핵심 경직성

(Leonard-Barton, 1992)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지식

정보는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거쳐 팀 구성원들에

게 내재화되어야만 지속적인 혁신으로 나타나게 된

다 (Edmondson et al., 2001). 팀 학습은 문제발견

(Hirokawa, 1990), 내 외부환경 파악 (Anco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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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l, 1992a) 및 창의적 문제해결 (Maier &

Solem, 1962)을 강화시켜, 팀 혁신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Drach-Zahavy & Somech, 2001).

2. 과정변수로서의 팀 학습행동

팀 학습행동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팀 학습행동을 결과물로 실증 분석한 연구

들 (Ellis et al., 2003; Gibson & Vermeulen, 2003;

Tjosvold, Yu & Hui, 2004)과 프로세스 변수로 실

증 분석한 연구들 (Edmondson, 1999; Van der

Vegt & Bunderson, 2005; 박희진, 2009: 박희진, 손

영우, 2009)이 있다.

팀 학습행동을 결과물로 규명한 연구들은 팀 학

습행동을 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

활동 등의 결과물로 보았다 (Savelsbergh, Van der

Heijen & Poell, 2009). 그리고 팀 학습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다양성, 인지적 능력, 균등한 업무분배,

목표지향성, 팀 맥락적 특성 등이 규명되었다 (Ellis

et al., 2003; Gibson & Vermeulen, 2003; Tjosvold

et al., 2004).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을 과정변수로 보았다. 팀

학습행동은 팀 활동 프로세스 변수이며 (Marks,

Mathieu & Zacarro, 2001), 팀 상호작용 프로세스로

학습이 중요하다 (Van Offenbeek & Koopman,

1996). 학습을 프로세스 변수로 논한 최초의 연구는

Dewey (1922)의 연구이다. 그는 습관적이고 자동적

인 인간 행동과는 다르게, 설계, 실행, 반성, 수정

등의 반복적 인간 행동을 학습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팀 학습에 대한 논의는 개인학습과 조직학

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Marquardt,

1999; 엄기용, 2004). Mills (1967) 및 Senge (1990)에

의하여 팀 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증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Edmondson (1999)

의 실증 연구에서 팀 학습행동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실증 연구들은 2000년대 중

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팀 학습행동의 척도

개발 연구 (Savelsbergh et al., 2009), 팀 학습행동

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를 규명하는 연구들 (Van

der Vegt & Bunderson, 2005; 박희진, 2009; 박희

진, 손영우, 2009)이 진행되었다.

팀 학습행동을 프로세스 변수로 규명한 연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dmondson, Dillon & Roloff,

2008). 첫째, 팀 학습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인을 규

명하는 것이며, 팀 리더 요인인 팀 리더 코칭, 임파

워링 리더 행동, 팀 구성 요인인 전문지식 다양성,

맥락적 요인인 심리적 안정, 맥락적 지원 등이 규

명되었다. 둘째, 팀 학습행동의 결과변수로 팀 효과

성 변수 중에서 팀 성과 및 수행이 중점적으로 규

명되었다. 셋째, 학습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반면, 팀 학습행동 연구는 광

범위한 현장연구가 이루어졌다.

Ⅲ.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3.1. 연구 모형

<그림 1>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팀 학습행

동은 팀 혁신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또한,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

서 팀 학습행동은 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팀 학습행동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팀들은 환

경, 고객 등을 이해하고 팀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
팀 학습행동 팀 혁신성과팀 효능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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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속적인 학습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Edmondson, 1999). 팀 학습행동은 팀 구성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

선을 통하여 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Bunderson & Sutcliffe, 2003). 혁신은 새로운 기술,

시장 접근 방식 및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필요로 하

며 (Moorman & Miner, 1997), 팀 학습행동은 팀

구성원들의 능력 및 새로운 통찰력을 향상시켜 혁

신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팀 학습행동은 팀 성과에 일

관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팀 학습행동과 팀 성과간의 관계는 팀 학습행동이

피드백을 통하여 적응적 행동을 향상시켜 팀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적응 관점의 연구 (Van der Vegt &

Bunderson, 2005)와 팀 학습행동이 팀 구성원간의 지

식공유를 촉진시켜 팀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지식생성

관점의 연구들 (Edmondson, 1999; 박희진, 손영우,

2009)이 있다 (박희진, 손영우, 2009).

팀 학습행동과 팀 혁신성과간의 관계는 사회적 공

유인지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연구개발팀 구성원들

은 상호의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단위가 아

닌 팀 단위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Hackman &

Morris, 1975). 이러한 팀 특성에 의하여 많은 연구자

들 (Hinsz, Vollrath, Nagao & Davis, 1988;

Hirokawa, 1990; McGrath & Hollingshead, 1994)은

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적 공유인지에 관

심을 두게 되었다. 사회적 공유인지는 팀 구성원들이

지식 정보를 획득, 저장, 전이하는 사회적 과정을 의

미하며, 지적 산출물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Fiske & Taylor, 1991).

팀 학습행동은 팀 구성원들 간의 공유인지를 높

여 팀 혁신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팀 구성원들

간의 지식 정보에 대한 토론 및 심사숙고 등은 개

인의 지식 정보를 팀의 지식 정보로 전환시키는 팀

능력의 전제조건이며 (Argyris, 1993), 팀 구성원들

간의 대안적 관점이 활발하게 논의될수록, 모든 발

생 가능한 비용, 이익, 부작용 등을 예측하는 팀 능

력은 향상된다 (Pearce & Ravlin, 1987). 지식 정보

를 통합하는 팀 능력이 높을수록, 신제품 개발 가

능성은 높아진다 (Moorman, 1995). 팀 학습행동은

팀 과업에 대한 팀 공유인지를 향상시켜 팀 구성원

들의 문제해결 및 혁신을 향상시킨다 (Dunphy &

Bryant, 1996).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보면, 팀 학습 지향성은

제품 혁신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Bunderson &

Sutcliffe, 2002), 팀 학습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증가시켜 팀 혁신을 향상시킨다 (박희진, 2009). 이

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

정하였다.

가설1: 팀 학습행동은 팀 혁신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팀 효능감과 팀 학습행동간의 영향관계

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동기요인은 팀 효능감이

다 (Gibson & Earley, 2007).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구성원들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

며 (Bandura, 2000),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하며 (Durham, Locke, Poon & McLeod, 2000;

Silver & Bufiano, 1996),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을 수행한다 (Bandura, 1986). 이와 같이,

팀 효능감은 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방식, 학습행

동 등에 영향을 준다 (Edmondson, 1999; Riggs &

Knight, 1994).

기존 연구들 (Edmondson, 1999; 박희진, 손영우,

2009)을 보면,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팀 효능감과

팀 학습행동간의 관계는 팀 성공에 대한 확신이 미

래의 보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하여 팀

학습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회 교환 관점에

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팀 효능감과 팀 학습행동 간의 관계는 사회적 공

유인지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팀 효능감은 ‘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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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팀의 공유된 신념’ (Bandura,

1997, p.477)이며, 팀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어려

운 상황에서의 복원력 등에 영향을 준다 (Bandura,

1997). 높은 수준의 팀 효능감은 팀 구성원들의 공

유멘탈모델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Peterson,

Mitchell, Thompson & Burr, 2000), 팀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기대감을 발생시켜 팀 구성원들 간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Mohammed & Dumville, 2001;

김창호, 이건창, 정남호, 2005). 또한, 팀 공유멘탈모

델은 팀 학습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희정, 강혜련, 2005b).

기존 연구들을 보면, 팀 효능감은 팀 구성원들에

게 업무에 대한 확신을 주며, 이는 학습행동을 향

상시킨다는 이론적 논의 (Edmondson, 1999)와 실

증 연구들 (Edmondson, 1999; 박희진, 손영우,

2009)에서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와 실증연구

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2: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

에서 팀 학습행동의 매개효과

Bandura (1997)는 ‘팀 구성원들이 팀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팀 성과는 향상된다’ (p.470)고 주

장하였다. 하지만, 기존 실증 연구들을 보면, 팀 효

능감은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Gibon,

1999; Little & Madigan, 1997; Prussia & Kinicki,

1996), 유의하지 않거나 (Katz-Navon & Erez,

2005), 유의미한 Ո형태 (이차곡선)의 영향 (Tasa &

Whyte, 2005; 박원우, 백연정, 200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한 Gully et al. (2002) 및

Stajkovic et al. (2009)의 연구들은 팀 효능감이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메타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과업상호의존성을 중요한

상황적 조절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과업상호의존성

이 높을수록, 팀 효능감과 팀 성과간의 정적인 영

향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개발팀은 다른 팀과 비교하여, 과업의 복잡성

및 상호의존성이 높으며 (Daft, 2010), 연구개발팀

구성원들은 과업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호조정,

협력이 필요하다 (Levi & Slem, 1995; Stewart &

Barrick, 2000). 본 연구는 팀 효능감이 팀 효과성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서 팀 효능

감이 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았다. 왜냐하면, 효능감은 혁신의 중요한 선행요인

이며 (Bandura, 1997), 팀 효능감은 창의적 아이디

어 창출 및 혁신적 문제해결 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임희정, 강혜련, 2005a).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관계는 사회적 공

유인지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팀 과업달성에 대

한 팀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이 높을수록, 팀 구

성원들은 지식 및 정보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Durham et al., 2000), 지식 정보 획득, 처리 및 의

사소통에서 인지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체계를 의미

하는 팀 교류기억을 향상시킨다 (박희진, 손영우,

2009).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풍토 등은 혁신에 대

한 팀 구성원의 몰입을 증가시키며 (Kanter, 1985),

팀 교류기억은 팀 구성원의 혁신성과를 촉진시킨다

(Thompson & Fine, 1999).

본 연구는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을 중요한 프로세스 변수로 보았다. 학

습은 새로운 전략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Crossan,

Lane & White, 1999),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

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팀 구성원들은 경쟁력의 핵

심요인인 지식 정보에 대한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학습 및 혁신의

주체이며, 혁신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배종석, 2006), 학습은 새로운 제품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Imai, Nona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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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uchi, 1985). 또한, 팀 구성원들의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구성원들 간의 학습은 촉진되기 때문

이다 (Mohammed & Dumville, 2001). 연구개발팀의

구성원들이 팀 과업에 대한 공유된 자신감을 바탕으

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적 대안들을 탐색하여, 다

양한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혁신적인 제품개발로

구체화시키는 활동은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지속가

능한 경쟁우위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급변

하는 경영환경에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역량은 역량의 덫, 핵심 경직성 등에 빠질 수 있다

(Leonard-Barton, 1992; Levitt & March, 1988).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관계에서 팀 학습

행동의 매개역할은 사회적 공유인지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팀 구성원들이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이 높을수록, 팀 구성원들의

공유 경험으로 인하여 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등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팀 학습행

동이 높게 일어나는 팀은 팀 구성원들의 팀 교류기

억 및 팀 공유멘탈모델을 높이게 되며, 이는 팀 혁

신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보면, 팀 효능감은 팀 구

성원들의 자신감을 높여 팀 학습행동을 촉진하고,

이는 팀 성과를 향상시킨다 (Edmondson, 1999). 이

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

정하였다.

가설3: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

계에서 팀 학습행동은 정적인 매개효

과를 보일 것이다.

Ⅳ. 연구 방법

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 산하

13개 R&D 연구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독립변

수인 팀 효능감과 매개변수인 팀 학습활동은 각각

팀에 대한 지각을 평정하는 차원에서 R&D 연구소

에 재직 중인 팀장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

수인 팀 혁신성과는 연구개발팀의 산출물에 대해

해당 팀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배포와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연구

소의 별도 공간에서 연구개발팀장들과 그 상급자들

에게 설명한 후 배포, 수집하는 방식과 해당 연구

소의 지원부서 책임자에게 설명, 배포하고 사후 수

집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총 대상 연구소 18개

중에서 13개 연구소의 연구개발팀 304개에 대한 팀

장 및 그 상급자의 응답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36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8개의 연구개발팀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표본의 개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개발팀의 연구유형은 기초연구 1.9%, 응용연구

13.4%, 개발연구 84.7%이다. 팀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 25.4%, 1년 이상~2년 미만 22.8%, 2년 이상~3

년 미만 17.9%, 3년 이상~4년 미만 11.6%, 4년 이상

22.4%이다 (평균=37.8개월, 표준편차=37.2개월). 팀

규모는 10명 미만 45.5%, 10명 이상~20명 미만

34.0%, 20명 이상~30명 미만 12.7%, 30명 이상

7.8%이다 (평균=13.7명, 표준편차=11.6명). 팀장 재

직기간은 1년 미만 27.6%, 1년 이상~2년 미만

25.0%, 2년 이상~3년 미만 18.3%, 3년 이상~4년 미

만 10.4%, 4년 이상 18.7%이다 (평균=36.7개월, 표

준편차=47.6개월).

2. 변수측정

독립변수인 팀 효능감 및 매개변수인 팀 학습행

동의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개발팀 팀장에게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7까지, 7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팀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하는 데 필

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을 팀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팀 구성원들의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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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의미하는데 (Bandura, 1997), 본 연구는 팀

장이 관찰한 팀 구성원들의 팀 효능감으로 측정하

였다. Edmondson (1999)의 팀 효능감에 대한 관찰

자 입장에서의 설문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예로는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와 “우리 팀은 시간이나 노력을

무리하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과업을 달성할 수 있

다.” 등의 세 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서 팀 학습행동은 팀 구성원들이 행동

을 수정하는 특징 (질문하기, 피드백 받기, 실험하

기, 결과 반영하기, 오류 및 기대하지 않은 결과물

에 대한 토론)을 보이는 사고와 행동의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Edmondson, 1999; 박희진, 2011).

Edmondson (1999)의 팀 학습행동에 대한 관찰자

입장에서의 설문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의 예로는 “우리 팀은 자체적인 진행상황 및 실적

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와 “우리 팀은 팀원들이

해결 방법을 몰라 난감해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한다.” 등의 일곱

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팀 혁신성과는 혁신으로 인해 발생

된 팀의 결과물을 의미하며, 연구개발팀의 산출물

에 대한 해당 팀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다. 해당 팀 상급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

도에 표시하였다. Pirola-Merlo & Mann (2004)의

팀 혁신성과에 대한 설문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

다. 설문의 예로는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창의

적이다.”와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혁신적이다.”

등의 네 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

간, 팀 연구수행 유형이 사용되었다. 팀 존속기간

및 팀장 재직기간은 개월 수로 측정되었고, 팀 규

모는 팀장을 포함한 인원수로 측정되었으며, 팀 연

구수행 유형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중에

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팀 존속기

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 팀 연구수행 유형은

팀 혁신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고찰해 보면, 첫째, 팀 존속기간은 혁신성과

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Katz

(1982)는 팀 존속기간이 짧으면 다양한 지식에 대한

도전 등으로 혁신이 강조되지만, 팀 존속기간이 길

어지면 업무의 일상화 등으로 혁신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Brown & Eisenhard

(1995b)는 팀 존속기간이 길수록 팀웍, 조정 및 관

리 프로세스 향상으로 혁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팀 존속기간이 짧으면 지식공유 등의 어려움으로

혁신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팀 규모는 혁신성과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Hurley (1995)는 팀 규모가 클

수록, 팀 구성원의 수가 많으므로 혁신성과가 증가

한다고 주장한 반면, Ancona & Caldwell (1992b)은

팀 규모가 클수록, 응집성 및 의사소통이 약화되어

혁신성과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팀장의 재직기간은 혁신성과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팀장의 재직기간이 길

수록, 팀장은 많은 정보와 경험의 축적으로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 (Levesque & Minniti,

2006)과 팀장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팀장은 아이디

어 등의 토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혁신을 제약

할 수 있다는 주장 (Zahra, Hayton & Salvato,

2004)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 혁신성과는 서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초연구일수록 새롭고 독창

적인 혁신성과가 중요한 반면, 개발연구일수록 유

용하고 효율적인 혁신성과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초연구보다 개발연구일수록, 혁신성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팀 존속기간 및 팀장 재직기간은 개월 수를 단위

로 분석하였고, 팀 규모는 팀장을 포함한 팀 인원

수이며, 팀 연구수행 유형은 기초, 응용, 개발 연구

(개발연구에 가까울수록 상용화에 가까움)로 구분하

여,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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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팀

효능감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

우리 팀은 노력 등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과업 달성 가능

우리 팀은 집중적인 노력 기울이면 어떤 일도 달성 가능

.17

-.15

.11

.10

-.09

.05

.76

.45

.67

팀

학습

행동

우리 팀은 내부 고객에게 실적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

우리 팀은 오래된 정보나 아이디어에 의존®

우리 팀은 자체적인 진행상황, 실적을 적극적으로 검토

우리 팀은 팀원들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시간 할애하여 개선 방법을 강구

우리 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무시®

우리 팀은 어려운 문제 발생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33

.37

.54

.74

.44

.75

.46

-.23

-.03

-.17

.03

-.23

.06

-.00

.11

-.03

.13

-.07

.08

-.02

.09

팀

혁신

성과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새롭다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유용하다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창의적이다

해당 팀의 최근 결과물은 혁신적이다

.02

.29

.01

.02

-.80

-.39

-.94

-.88

.05

.19

-.04

-.06

® : 역문항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각 측정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을 사용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자료의 축소 및 공통 요인 추출을 위해 주

축요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행렬의 회전은

내재되어진 요인들의 완전 독립을 가정하지 않는

사각회전법 중에서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

다.

요인분석에서 각 측정항목과 구성개념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값은 통상적으로 .30을

기준으로 한다. 검증결과, 팀 효능감, 팀 학습행동

및 팀 혁신성과의 문항 중에서 구성타당성을 저해

하거나, 요인 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측정한 모든 문항들을 통계검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개념들은 서로 구분이 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도구는 개념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요인분석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Ⅴ. 연구가설의 검증

1.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

계,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표 2>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련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팀 혁신성과에 대하여 팀 학습행동 (r=.55,

p<.001)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팀 학습행동이 높을수록, 팀 혁신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팀 학습행동에 대하여 팀 효능감 (r=.31,

p<.001)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학습행동이 높

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 혁신성과에 대한 팀 효능감

(r=.36, p<.001)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혁신성과

가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방향과 유의수준을 보면, 연구

모형에서 예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내적일관성의 신뢰도 값은 Nunnally

(1978)에 의해 제안된 기준 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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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변수 평균 SD 1 2 3 4 5 6 7

1. 팀 존속기간

2. 팀 규모

3. 팀장 재직기간

4. 팀 연구수행 유형

5. 팀 효능감

6. 팀 학습행동

7. 팀 혁신성과

37.77

13.66

36.70

2.83

4.81

5.15

5.20

37.21

11.57

47.64

.42

1.00

.76

.90

.05

.24
***

.02

-.03

-.04

-.09

-.05

.12
*

.01

.11

.00

-.02

.04

.13*

.08

-.06

.06

-.05

(.63)

.31***

.36
***

(.77)

.55
***

(.88)

N = 268 * : p <.05 ** : p <.01 *** : p <.001 ( ) : 신뢰도 계수

주) 팀 존속기간과 팀장 재직기간 개월 단위로 측정하였고, 팀 규모는 팀장을 포함한 팀 인원이며,

팀 연구수행 유형은 ‘1=기초연구’, ‘2=응용연구’, ‘3=개발연구’이다. 개발연구에 가까울수록 상용화에 가깝다.

2. 결과 분석

가설 1은 ‘팀 학습행동이 팀 혁신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정되었다. 가설 1을 검증

하기 위해, 팀 혁신성과를 결과변수로 하고, 통제변

수인 인구통계변수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

직기간, 팀 연구수행 유형)를 통제한 후, 팀 학습행

동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팀 학습행동은 팀 혁신성과에 유

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55,

p<.001) (모형 5).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는 ‘팀 효능감이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정되었다. 가설 2를 검증하

기 위해, 팀 학습행동을 결과변수로 하고, 통제변수

인 인구통계변수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

기간, 팀 연구수행 유형)를 통제한 후, 팀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에 따르면,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0, p<.001)

(모형 2).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

계에서 팀 학습행동은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일 것

이다.’라고 설정되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방

식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매개변수에 대하여 독립

변수의 회귀방정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팀 학습행

동에 대하여 팀 효능감 (β=.30, p<.001) (모형 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의 회

귀방정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팀 혁신성과에 대하

여 팀 효능감 (β=.35, p<.001) (모형 4)은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종속

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

하여 회귀방정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팀 혁신성과

에 대하여 팀 효능감 (β=.20, p<.001), 팀 학습행동

(β=.49, p<.001)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6).

매개효과 검증은 종속변수에 대해 매개변수가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관계를 비교하여 3단계가 2단계

보다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팀 혁신

성과에 대해 팀 학습행동 (β=.49, p<.001)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팀 혁신성과

에 대한 3단계에서 팀 효능감 (β=.20, p<.001)은 2

단계에서 팀 효능감 (β=.35, p<.001)보다 적고,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Z=4.49,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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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과 분석

변수
팀 학습행동 팀 혁신성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통제변수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

팀 연구수행 유형_응용연구

팀 연구수행 유형_개발연구

-.08

.12

.15
*

.12

.15

-.07

.11

.14
*

.13

.18

-.11

.02

.10

.10

.02

-.10

.01

.08

.12

.06

-.07

-.04

.02

.03

-.06

-.06

-.04

.02

.05

-.03

독립변수 팀 효능감 .30
***

.35
***

.20
***

매개변수 팀 학습행동 .55
***

.49
***

F 2.17 6.46
***

1.28 7.43
***

20.05
***

20.27
***

R
2

.02 .11 .00 .13 .30 .34

F Change 26.80*** 37.26*** 111.18*** 66.12***

R2 Change .09 .12 .29 .33

N = 268 * : p <.05 ** : p <.01 *** : p <.001

Ⅵ. 논의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하며, 이론적 발전을 위

하여 선행 및 결과변수들을 규명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

산하 13개 R&D 연구소의 268개 연구개발팀을 대상

으로 팀 학습행동이 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팀 효능감이 팀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팀 효

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팀 학습행동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팀 학습행동은 팀 혁신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이 높을수록, 팀 혁신성과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과 팀 성과간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한 기존 연구들 (Edmondson,

1999; Van den Bossche, Gijselaers, Segers, Woltjer

& Kirschner, 2011; 박희진, 2009 등)과 일관되게,

팀 학습행동은 팀 효과성 변수인 팀 혁신성과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학습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 효

능감이 학습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기존 주장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셋째,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

서 팀 학습행동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효능감은 팀 혁신성과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팀 효능감은 팀

학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팀 학습행동이 다

시 팀 혁신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매개효과보다 부

분 매개효과가 다양한 인과관계를 다루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이론적 설득력을 가지게 된

다 (Baron & Kenny, 1986).

또한, 본 연구는 팀 혁신성과의 인구통계적 통제

변수로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 팀

연구수행 유형 등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연구를 토

대로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은 팀 혁

신성과에 정적인 혹은 부적인 영향을 주며, 팀 연

구수행 유형에 따라 팀 혁신성과는 다르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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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변수들

이 팀 혁신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 및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표본은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과 팀 혁신성과간의 정적인

영향관계와 부적인 영향관계가 서로 상쇄효과를 보

이면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가 본 연구의 관심변수가 아니므로,

본 연구표본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팀 혁신성과

간의 영향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

도 있다. 하지만, 팀의 인구통계적 변수가 팀 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논지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

무적인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과 팀 혁신성과를 상대적으

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개발팀을 대상으

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

들에서는 팀 학습행동과 팀 혁신성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영업팀, 지원팀

등을 포함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팀 학습행동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팀 학습

행동이 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

다. 조직의 장기적 생존 및 성장을 위하여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Ancona & Caldwell,

1987), 학습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Imai et al., 1985), 팀 학습행동의 결과변수로 팀

혁신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

안하여,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의 결과변수로 팀

혁신성과를 제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팀 리더의 코칭, 임파워링 리더행동

및 조직 지원 등의 외재적 동기요인보다 내재적 동

기요인인 팀 효능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팀에

서 중요한 동기요인은 팀 효능감이므로 (Gibson &

Earley, 2007), 팀 학습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팀 효능

감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기존 연구들은 팀 효능감과 팀 성과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들 간

의 과정을 블랙박스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을 매개변수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리더는 팀 구성원들의 팀 효능감을 향상시

켜 팀 학습행동을 강화하여 팀 혁신성과를 증가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들

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변화와 혁신

을 추구하고 있으며, 팀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팀 구성원

들의 학습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팀 구성원간의

과업에 대한 공유된 신념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기회 등을 팀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인적자원개발의 성과지표로 팀

학습만을 고려하고, 학습의 결과물로서의 팀 성과

및 혁신성과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

지만, 팀 학습행동은 팀 구성원의 상호작용 프로세

스이며, 팀 성과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조직 및 리

더들은 팀 학습행동, 팀 성과 및 혁신성과를 구분

할 필요가 있으며, 팀 학습행동이 팀 성과 및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

개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팀 효능감이 팀 혁신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며, 팀 효능감이 팀 학습행동을

통해 팀 혁신성과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및 리더는 팀 구성원들의 팀 과업

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팀 수

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개인 조직 학습에

대한 계획 및 실행뿐만 아니라, 팀 학습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팀 학습행동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어 온 팀 효능감 변수에 한정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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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팀 학습

행동과 관련된 팀 수준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규명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팀 학습행동은

팀 특성인 팀 직무설계, 팀 상호의존성, 팀 구성,

팀 맥락, 팀 프로세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는 팀 학습행

동의 선행요인으로 팀 특성변수의 일부분만을 규명

하였다. 다양한 팀 특성변수들이 팀 학습행동의 선

행요인으로 동시에 실증 분석되면, 팀 학습행동에

대한 팀 특성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및 중요도,

팀 특성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팀 특성변수들 간

의 상호작용효과 등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형

태의 통합적 연구들은 팀 학습행동에 대한 이론적

인 풍부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원으

로 최대한의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실무적 차

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팀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Edmonson (1999)이 제시한 관찰자 입장에서의 설

문문항을 활용하여 팀 구성원들의 팀 효능감을 해

당 팀장이 측정하였다. 비록, 해당 팀을 대표하는

팀장이 관찰자 입장에서 팀 구성원들의 팀 효능감

을 측정하였지만, 팀장의 사회적 바람직성 및 주관

적인 평가를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개별적인 팀

효능감을 측정하고 이를 팀 단위로 통합하는 방식

및 팀 구성원들 간의 합의 및 일치를 통하여 팀 구

성원들의 팀 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

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한 횡단적 연구

이므로 동일방법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팀 혁신성과는 해

당 팀의 상급자로부터 설문조사하였으나,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는 동일방법사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

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분산확대인자를 확

인해 보았다. 팀 효능감 (VIF=1.12), 팀 학습행동

(VIF=1.15)은 이군희 (2001)가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값으로 제시한 5를 넘는 것은 없었

다. 하지만, 추후에 종단적 연구와 질적 연구도 고

려해서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국내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 산하 13개 R&D 연구소의 268개 연구

개발팀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기업의 연구개발팀은

여유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팀은 여유자원의

부족,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학습활동을 전개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조직에 일반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맥락에

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

업을 비교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프로세스 변수

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팀 유형은 권한 정도, 외부환경과의 연계

정도, 팀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팀,

프로젝트 및 개발팀, 액션 및 협상팀 등으로 분류

된다 (Sundstrom, De Meuse & Futrell, 1990). 연구

개발팀은 프로젝트 및 개발팀에 해당되며, 다른 유

형의 팀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의 외부환경과

연계성, 팀 전문성, 팀 구성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팀 학습행동이 중요한 프로세스 요인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관심변수인 팀 혁신성과,

팀 학습행동은 프로젝트 및 개발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Sarin & McDermott,

2003; Song & Parry, 1997).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프로젝트 및 개발팀에 해당되며, 모든 유형의 팀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팀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

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

다. 하지만,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과간의 영향관계

에서 팀 구성원들의 몰입, 분위기 등의 다양한 프

로세스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서의 학습은 개인 수준, 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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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조직 수준의 다수준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조직에서의 학습은 개인학습이 팀 학습을 거쳐

조직학습이 되고, 조직학습이 팀 학습을 거쳐 개인

학습으로 이행되는 나선형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Nonaka & Takeuchi, 1995). 본 연구는 팀 수준의

학습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

는 개인, 팀, 조직 수준의 학습과 각 수준별 선행요

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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