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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활동과 수업만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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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 하향추세로, 대학들은 학
생 선발과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이라는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
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대학교육서비스(팀기반 프로젝트학습, 사례연구, e-러닝, 액션러닝 등)를 도입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팀기반 프로젝트학습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한 측정항목으로 4개 요인(팀 응집력, 팀워크, 팀 성과 및 목표달성)을 설정하고, 설문조사(4개 과목, 34팀, 134

명)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했다. 연구모형검증 결과는 팀 응집력→팀워크→수업만족의 
구조가 제시되었으며, 팀 성과와 목표달성은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기반 프로
젝트학습의 경우 팀응집력이 높아야 수업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팀기반 프로젝트학습, 팀 응집력, 팀워크, 팀 성과, 수업만족

Abstract  Since 2010, the universities in Korea have been faced severe difficulties on the selection of students 
and on the delivery of high quality education services, as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and the college 
entrance rate is declin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iversities have introduced the various and professional 
education services such as team-based projects, case study, e-learning, action learning,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eam-based project learning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business education. 
The 4 factors(team cohesiveness, teamwork, team performance and goal achievement) are measured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 and data are collected from 134 students(34 teams) for 4 subj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ructure of team cohesiveness→teamwork→student's satisfac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team 
performance and goal achievement are not significant.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team-based project learning 
would highly be related with team cohe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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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학령인구의 감소

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진학률 하향추세로, 

학들은 우수한 학생 선발과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이

라는 2 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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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한 신속한 응을 강구

함과 동시에 제 로 응하지 못할 경우 생존의 을 

받을 것으로 측되면서 다양하고 문화된 교육역량강

화 콘텐츠로 학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

다. 한 학의 외부고객으로서의 기업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해 신입사원선발에 집단토론이나  개념을 활

용하는 경향이 증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외부고객으로서의 기업

의 욕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학이 효과 으로 하기 

해서는 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시스템의 변화가 불

가피하다. 최근 학 교육시장 추세는 교육서비스에 

한 수요보다 공 이 많은 구매자 주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환됨에 따라 비 학생들이 교육역량이 

뛰어난 학을 선호하게 되면서 학도 기업경 개념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학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학선택이 다양화, 이로 인한 학 간 경쟁의 심화, 교육시

장의 외  개방 등은 학으로 하여  강의 심의 

통 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심의 교육으로 

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이 학생

을 서비스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 지향 인 에서 

교육서비스를 개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환하는 것이 

요청된다. 

학은 교육서비스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생산시스

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1, 2]. 학이 서비스경 을 수행

하는 기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서비스의 특

징, 즉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높은 수 의 고

객 , 고객에 한 서비스의 독립성(이질성), 소멸성에

서 볼 때 더욱 그 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경  에서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수 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서비스 만족에 있어서 

요한 요인이라고 단할 때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이 서

비스 충성도를 결정한다는 연구결과에 기 하여 볼 때[3, 

4], 학은 학생 소비자에게 어떤 교육서비스를 어떤 수

으로 제공해야하는지에 한 략  시각을 갖고 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지

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그 학에 

한 만족도나 충성도를 갖게 하는 등 학에 정 인 

행동을 유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은 학생

들의 교육에 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나 

강의를 다양하고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이 실제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5][6][7]. 학생들의 수업을 통한 지  욕구 만족

과 의사결정능력 향상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업 실무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성

격이 강한 경 학 련 과목의 수업은 더욱 그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과 지식을 

기업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수 있는 장 심의 경

학 교육방법과 공유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수강

생을 으로 편성하여, 이들에게 과제( 로젝트)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로젝트를 수업에 도입할 필

요가 있다[8, 9, 10]. 경 학의 부분 과목이 산업 장에

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제해결 지향 인 

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며 이를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보다 좋은 학습성과와 산업사회

에의 응능력 향상을 기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의방

법은 실무에서도 요구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산업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욕구가 보다 세분화되고 이들

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에 한 개선과 신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도 능동 이고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한 형태로 조직 형태를 갖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1]. 조병택과 유병남[12]은 우리나라 

학에 있어 경 학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 교육과 연구가 기업경 과 경쟁우  창

출에 련되는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그러

므로 경 학 과목 수업에서  로젝트 방법을 도입하

게 되면 학습효과의 증 는 물론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 학 학생을 상으로 

 로젝트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응집력과  규모가 워크와  

성과에 향을 주는지, 그리고 워크와  성과는 학생

의 수업만족에 향을 주는지에 을 두었다.  응집

력과  규모는 워크에 직 인 기여를 하지만, 의 

성과와 목표  수업만족과의 계에 해서는 일률 으

로 단하기 어렵다[13, 14]. 다시 말해서  응집력이 높

은 에서는 구성원들의 만족이 높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과에 기여한다라고 할 수 없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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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양성하기 하여 수업에서  

로젝트를 도입할 때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과

정을 거쳐 수업만족에 이르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하 다. 먼  선행연구를 통하여 과 

련된 성과요인을 검토한 다음 실제 으로 학생 을 구

성하여 이들을 상으로 각 요인들이 향을 주는 과정

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 다. 

끝으로 기반 로젝트학습과 수업만족의 계가 갖는 

의미를 실무  에서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하여 2013년 3월 부터 5월

말까지 지방 사립 학인 S 학교 경 학 공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련된 통계처리를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팀 규모

이란 공동의 목 과 이의 달성을 해 상호보완

인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된 규범을 갖고 서

로 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일해 나가

며, 의 업무에 한 결과는  체가 공동으로 책임의

식을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다 [13].

 규모는 의 구성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 과

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수를 차별 으로 운 할 수 있는

데, 2명에서 25명사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효

과 인 이 되기 해서는 10명 이하가 좋으며, 일반

으로 미국 기업에서 운 하고 있는 은 8명의 규모가 가

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이 아닌 학에

서 경 학 련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공모 에 출품

하는 경향을 보면 8명도  규모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규모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즉  과정에 가장 

큰 향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15, 16]. 체로 의 구

성원 수가 많으면  구성원 간 상호작용 정도는 어들 

수밖에 없으며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이 감소하는 

사회  태만이나 무임승차 경향도 증가할 것이나  구

성원수가 으면 상호작용 정도는 보다 증가할 것이며 

사회  태만이나 무임승차도 감소할 것이다.

 규모는  성과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성과에 향을 미친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규모는  성과와 개인  성과에 

향을 미친다[14]. 

 규모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며 성

과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경 학 과목을 수업하는 데 있어 학생 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로젝트를 부여하고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데 

어느 규모의 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지가 이들의 상

호작용이나 작업과정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로젝

트 성과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모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규모는 워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규모는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 팀 응집력

을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응집력이다. 응집력이란 다른 집단에

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통의 태도나 행동 는 일치단결

된 분 기를 의미하며, 구성원이 자신이 에 속해 있음

을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응집력은 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을 유인하

고 집단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7].  이 정의에서 의 응집력도 의 상

호작용과정과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의 응집력은  성과의 필수요건

임을 밝히고 있는데 응집력이 성과에 미치는 향의 크

기는 작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며 그 정도는 보다 작은 

집단에서 강하며 비군사  실제집단에서 군사집단이나 

스포츠 으로 갈수록 강한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18]. 

그런가하면 집단 응집력은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을 증

시키며 조직 생산성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학생  구성원 간에 최선을 다하

여 좋은  성과나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응집

력이 높은 은 그 지 않은 에 비하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응집력이 낮거

나 없는 은 서로 력하여 일할 가능성이 낮고 조정 노

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낮은 내의 다른 구성원

과 커뮤니 이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응집력

이 높은 구성원은 한 내의 다른 구성원과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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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서로 

강하게 결합하고  목표에 몰입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

하는 데 두려움을 없게 하고 의 다른 구성원과 새로

운 정보를 공유하게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17, 19].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생 들도 응집력

이 높은 이 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

해 볼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나 커뮤니

이션을 보다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성은 학생들의 로젝트 자체의 성

과뿐만 아니라 워크 과정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응집력은 이들에게 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응집력은 워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응집력은 목표달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응집력은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2.3 팀워크

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려는 동  노력을 워크라고 할 수 있다. 워크의 

정의에 하여 Katzenbach와 Smith[13]는 을 ‘다른 사

람들의 에서 듣고 건설 으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

들에게 의심의 혜택일 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다른 사람들의 심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고무시키는 일련의 가치’로 정의하 다. 이

러한 정의 에서 보면 워크는  구성원 스스로가 

추구하는 목표나 문제 해결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

정하고 격려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

는 부분에 해서는 건설 인 지 을 해주고  이를 쉽

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구성원들의 고양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워크는 건설 이고 생산 인 원

활한 상호작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워크의 정의 에서 보면 워크가 잘 이루어진 

은 그 지 않은 보다 과업 목표를 쉽게 달성할 것이

며 목표달성과정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수업에서 학생 에게 로젝트를 부여 했을 

때 워크가 잘 되는 은 문제해결을 하여 보다 자주 

토의를 할 기회를 갖고 각 구성원들의 능력이 원하는 산

물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들은 여러 연구

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데 Katzenbach와 Smith[13]는 

워크는 높은 성과수  뿐만 아니라 창의성, 학습 그리고 

조직  성공과도 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Hackman[20]

은 구성원들이 서로 잘 일을 할 때에는  목표를 하

여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목표를 효과 으

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워크가 잘된 은 구성원이 상호작용으로 

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높다

는 에서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행 욕구가 크

면 클 수록 하는 일에 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조직 

행동에서 직무만족에 한 연구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의 목표달성 욕구가 크면 클수록 만족도도 높다는 

을 밝히고 있으며 직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욕구를 

충족시키면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학의 수업에서 학생들 의 워크는 학생이 자

심을 갖고 스스로가 동기유발이 되어 학습하게 하는 능

력을 배양하게 한다는 에서 요하다. 워크가 좋은 

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연히 성과도 

높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워크를 강화하여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성과만을 유발하거나 설정된 목표의 달성

만을 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자

체가 구성원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워크가 잘 발휘되는 은 

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학습만족에도 

정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워크는  

성과  목표달성, 수업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6: 워크는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워크는  목표달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워크는 수업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팀 성과

이 활동한 결과로서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의 성격이나 로젝트 주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체로  성과와 목표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 의 경우에는 로젝트 

자체에 한 성과와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 즉, 목표달성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13][21].

학생 의 성과는 의 수행결과를 그 과목 교수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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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은 좋은 학 을 얻기 

하여 높은 워크로 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며, 그 결

과는 담당교수로부터 좋은 평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의 성과는  외부에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20][22], 이는 학생들의 수업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업무성과와 결과의 계를 동기부여의 기

 이론 에서 검토한 Deeter-Schmelz와 Ramsey[23]

에 따르면 개인은 보상의 가치와 지각된 노력-보상의 가

능성이 노력에 향을 미치며 노력은 성과에 향을 미

치고 성과는 노력-보상의 가능성이 노력에 향을 미치

며 노력은 성과에 향을 미치고 성과는 만족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학의 수업에서 

로젝트를 수행한 각 학생 은 평가자로부터 그들의 

로젝트 성과의 평가를 좋게 받게 되면 그들은 높은 학

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수업에 한 만족도 크게 느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달

성하게 되면  스스로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며 이는 수

업에 한 만족도로 이어 질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

라서 의 로젝트에 한 만족도로 이어 질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로젝트에 한 성과  목

표달성과 수업에 한 만족의 계는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9:  성과는 수업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목표달성은 수업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목표달성은  성과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이상의 이론  검토를 근거로 설정한 가설을 체계화 

시켜보면 다음의 <Figure 1>과 같이 모델화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보면 로젝트를 수행하려는 학생 의  

규모와 응집력은 워크와  효과성인  성과와 목표

달성에 향을 미치며 워크는 의 효과성인  성과

와 로젝트 과정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달성에 향을 

미치고 이들은 이어 해당과목에 한 수업만족에 향을 

미친다. 그 뿐만 아니라 워크는 의 효과성을 얻으려

는 동기화된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수업만족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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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H10H11

H8

H9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은 지방 

사립 학인 S 학교의 IT경 학과에 재학하면서 연구

자 과목의 수강생들이며, 교과목은 경 학원론(1학년 42

명), 경 과학(2학년 41명), 품질경 (3학년 38명)  경

사례(4학년 13명)와 련된 것이고. 교과목별로 3~5명

의 을 구성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별로 과제를 수행

하게 한 다음 발표를 시키고, 이를 성 의 일부로 반 하

게 하 다. 구성된 의 수는 1학년 10개 , 2학년 10개 

, 3학년 10개   4학년 4개  모두 34개 이며, 응

답인원은 134명이었으며,  규모별로 3명 6개 , 4명 21

개 , 5명 6개 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3년 3월 10

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측정항목들을 토 로 작성하 다. 인구통계학 문

항들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들은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 5=‘매우 그 다’)를 이용하 다.

 응집력은 의 단합된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Price

와 Mueller[24]가 제시한 것을 사용하 다. Price와 

Mueller에 의한 응집력의 측정은 5개 항목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같은 요인항목으로 묶이지 않

은 항목들은 제외하 다. 그리하여 응집력은 상호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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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hesive

-

ness

Team

-

work

Goal 

Achieve

Satisfa

-

ction

Commu

-nality

Friendly Attitude .813 .619

Cooperative .811 .781

상호 력, 상호 심  상호 신뢰의 4개 항목으로 측정

하 다. 

의 규모는 직  이 형성된  구성원의 수로 측정

하 으며 각  구성원에게 의 규모가 정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보조 으로 사용

하 다. 의 규모는 응답자 특성에서 제시하 듯이 한 

이 3명에서 5명에 이르기 까지 3종류의  규모를 연구

에 사용하 다.

워크는  구성원들의 동  노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Deeter-Schmelz 등[21]이 제시한 것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 다. 목표에 한 이해, 긴장해소 

기여, 사기증진  일에 한 몰입의 4개 항목을 측정되

었다.

 성과는 각 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시키고 발표

한 성 으로 측정하 다. 발표성 을 측정하는 기 은 

발표력, 비성, 충실성, 응답성  보고서의 5개 차원으

로 각각 10 씩 50  만 으로 측정하 다.

각 들이 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

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개

발하여 용하 다. 좋은 발표성 , 성  향상  설정된 

목표달성의 3개 항목을 측정하 다. 

각  구성원들이  로젝트를 통하여 수업에 만족

을 어느 정도 느끼는 지를 측정하기 하여 소비자 만족

개념을 용시켜 4개 항목을 개발하여 사용하 다. 수업

만족은 참여 수업 만족, 과목 이해, 학습만족  탐구능력 

향상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SPSS 20.0과 AMOS 20.0

을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연구모형 검증

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의 타당성 평가에 앞서 각 측정

변수들 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계수로 검증하 고, 

그 다음으로 집 타당도, 별타당도, 합지수검증을 하

고, 연구모형은 경로계수를 통해 평가하 다.

4.1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해 여러 개

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해하는 항목을 측

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각 항목들의 내 일 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Table 1>과 같이 나타났

는데 요인분석에서 각 측정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모두 

.700이상으로 각 요인에 재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의 신

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이 응집력이 .8680, 워

크가 .8933, 목표달성이 .8621, 수업만족이 .8243으로 .7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25, 26].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Test
Factor # of Question Chronbach‘ α

Cohesiveness 4 0.8680

Teamwork 4 0.8933

Goal 

Achievement
3 0.8621

Satisfaction 4 0.8243

집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

정변수에 해 Varumax회 을 이용한 주성분법을 실시

하 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을 선

정하 다<Table 2>. 요인 재량(factor loading value)은 

보수  기 인 0.6이상을 기 으로 하 다. 한 요인

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인 공통성(communality)은 선

정된 요인에 의해 설명된 비율을 의미하는데, 0.4이하면 

요인분석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의 

공통성이 0.4 이상이어서, 모든 항목을 요인분석에 합

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을 계산하여 집 타당성을 검

토하 다. 일반 으로 AVE가 0.5 이상이면 집 타당도

가 있는 것으로 본다. 평균분산추출을 실시한 결과 사용

된 변수들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단

하 다.

별타당성을 단하기 해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상 계수=1.0)을 기각하는지의 여부로 단하는 

Anderson과 Gerbing[27]이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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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806 .743

Reliablility .786 .631

Work Immersion .810 .789

Encouragement .784 .798

Relaxation .718 .726

Goal 

Understanding
.658 .668

Grade 

Improvement
.880 .786

Goal 

Achievement
.848 .719

Outstanding 

Grade
.756 .721

Understanding

  Subject
.833 .764

Research Ability .827 .763

Learning 

Satisfaction
.822 .763

Class 

Satisfaction
.803 .742

Eigen Value 3.237 2.908 1.993 1.063

AVE 0.580 0.538 0.663 0.618

<Table 4> Results of Model Fit Index
Index Statistics Criterion

 /d.f 1.990 < 3

GFI 0.935 < 0.9

AGFI 0.837 < 0.8

RMSEA 0.070 < 0.1

CFI 0.927 > 0.9

TLI 0.913 > 0.9

IFI 0.936 > 0.9

<Table 3>과 같이 분석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서 

(상 계수±2×standard error)에 1.0이 포함되지 않으면 

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별타당도 지료 

상에는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인들이 서로 동

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타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Table 3>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s
Validity test R

2 
(A) S.E.(B)

A+2×

B

A-2×

B

Team Size ↔ Teamwork 0.160 0.041 0.242 0.078

Team Size ↔ 

Team Performance
0.271 0.050 0.371 0.171

Cohesiveness ↔ 

Teamwork
0.285 0.056 0.397 0.173

Cohesiveness ↔ 

Goal Achievement
0.325 0.061 0.447 0.203

Cohesiveness 

↔ Team Performance
0.265 0.046 0.357 0.173

Teamwork 

↔ Team Performance
0.260 0.050 0.360 0.160

Teamwork ↔ 

Goal Achievement
0.232 0.050 0.332 0.132

Teamwork ↔ 

Satisfaction
0.367 0.059 0.485 0.249

Performance ↔ 

Satisfaction
0.168 0.040 0.248 0.088

Goal Achievement 

↔ Satisfaction
0.112 0.025 0.162 0.062

Goal Achievement

↔ Team Performance
0.436 0.067 0.570 0.302

* S.E : Standard Error

4.2 연구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비교하고 검정하기 하

여 AMOS 20.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모형의 합지수를 살펴보면 x2의 통계치( x
2=248.790, 

df=125)가 P<0.01 수 에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고, 

<Table 1>에서 제시된 것처럼 CFI=0.927, TLI=0.913, 

IFI=0.936, RMSEA=0.070 등으로 나타났다. RMSEA값

이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합시키고, 0.05 이하이면 

매우 잘 합시키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합도를 

가진다고 하 다. 한 모형 합도지수(GFI)는 표본공분

산행렬을 설명하는 비율로 0.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되며, 수정 합도지수(AGFI)는 GFI를 자유도에 의

해 조정한 것으로 0.8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되고, 

GFI ≥AGFI의 계가 성립한다[28]. 따라서 본 연구모

형이 반 으로 만족함을 보여 다(<Table 4>). 

연구모형에 한 가설검정은 <Table 5>와 같이 제시

되었다. 우선  규모가 워크에 미치는 향을 보면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으

며,  규모가 직 으로  성과에도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도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규모의 크기가  성과나 워크

에 큰 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응집력은 

워크에 정(+)의 방향으로 .489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0.R) 가설 6은 지지되었으며, 워크가 목표

달성에도 정(+)의 방향으로 .319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7도 지지되었다(P<0.000). 그리고 워크

가 수업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556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도 지지되었다.

그리고  성과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기각되었으며, 목표달성

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0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목표달성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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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방향으로 .305만큼 향을 주어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H Path A* B** S.E. C.R. P A/R*

H1
Team Size 

↔ Teamwork
0.123 0.087 0.068 0.706 0.206 R

H2
Team Size ↔ 

Team Performance
0.103 0.102 0.093 1.806 0.158 R

H3
Cohesiveness 

↔ Teamwork
0.489 0.487 0.070 0.571 0.000 A

H4
Cohesiveness ↔ 

Goal Achievement
0.185 0.172 0.115 0.887 0.119 R

H5

Cohesiveness 

↔ Team 

Performance

0.162 0.104 0.186 1.446 0.113 R

H6
Teamwork ↔ 

Team Performance
0.292 0.475 0.017 0.140 0.000 A

H7
Teamwork ↔ 

Goal Achievement
0.319 0.682 0.013 0.160 0.000 A

H8
Teamwork 

↔ Satisfaction
0.556 0.251 0.003 0.270 0.008 A

H9
Team Performance 

↔ Satisfaction
0.018 0.045 0.101 1.317 0.361 R

H10
Goal Achievement 

↔ Satisfaction
0.044 0.022 0.087 1.149 0.402 R

H11

Goal Achievement

↔ Team 

Performance

0.305 0.610 0.068 0.097 0.001 A


Team Cohesiveness(0.121), Teamwork(0.474), 

Goal Achievement(0.440), Satisfaction(0.620)

*A*-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B**- Non-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A/R-Accept/Reject.

경 학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생  로젝트의 

성과가 발생하는 과정과 이의 수업 만족에 미치는 향

을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통계 으로 검증한 결과 

<Figure 2>와 같이 분석되었다. <Figure 2>는 학생들의 

 효과성에 미치는 과정과 이의 수업만족에의 향을 

표시한 가설에 맞추어 유의한 경로와 그 지 않은 경로

를 표시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경 학 수업에서 학

생들을 으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로젝트를 부여하여 

소정의 목 을 달성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의 응집력

과 워크가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성과

나 목표달성보다도 워크를 통해 수업만족을 느낀다는 

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모형에서 워크가  성과나 

수업만족에 매우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Fig. 2] Results of Path Analysis

5. 결론

5.1 토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산업 실무에서 기업들이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신입사원도 집단토론이나 워크 등을 통하

여 선발하는 등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을 이용하

는 경향이 증 되고 있다. 이는 학의 외부고객으로서 

기업의 욕구나 행동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해서는 학의 시스템도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서비스의 핵심 인 품질인 강의품질을 향상시키기 하

여 수업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수업

에서 학생으로 하여  을 구성하여 로젝트를 수행하

고 효과성 있는 산물을 산출하게 하고 수업에 학생을 능

동  학습자로 참가시킴으로써 수업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학생  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

여 을 조직행동 에서 이해하고 의 효과성에 이

르는 과정과 이를 통한 수업만족에의 향을 가설로 설

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몇 가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학생들의  로젝

트 수업에 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와  응집력이 워크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화했는데, 응집력은 워크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쳤지만  규모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생각할 때  규모는 워

크나 심지어는 응집력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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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모가 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로젝트

의 성과에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1]. 의 정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한  규모는 

2명에서 25명으로 정의하여 정한 의 범 가 범

하며 해결해야할 과제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구성원의 

개인  특성에 따라 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규모와 워크 계는 약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업의 한계로  규모를 3명에서 

5명까지만 설정하 는데,  규모간의 효과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규모의 범  내에서는  규모 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으로 정한  규모를 2내지 10명이 

합한 규모로 보지만 학의 수업에서 학생 의 경우는 

이보다 을 수도 있으며 실제 으로 의 상호작용이나 

 내 갈등을 해결을 하여 3명, 5명, 7명처럼 홀수로 구

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은 무엇보다도 사회  태만을 

야기할 정도 이상의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고

려해서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응집력은 직 으로 워크에 향을 미치며 간

으로  성과와 목표달성에 향을 미치고 있어 매

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교수는 의 응집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에 깊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응집력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

원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  내에 머물게 하는 힘이

라고 볼 때 의 응집력을 크게 하기 해서는 구성원들

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워크는 매우 요한 역할

을 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워크는 응집력,  성과 

 목표달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만족에도 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21]. 그러

므로  성과나 목표달성, 수업만족을 증 시키기 해

서는 워크를 증 시키는 것이 요하다. 워크가 성

과에 미치는 향을 스포츠 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다. 

 구성원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워크를 

잘 이루어 간다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

울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한국 이 증명을 하 다. 이러

한 사실은 수업에서 각 학생 으로 하여  어떻게 워

크를 이룰 수 있게 하는지에 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기법에도 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실

제로 학생 을 구성하는 데에는 어떤 기 을 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의 으로 을 구성하게 하거나 

출석부를 참고하여 교수가 인 으로 을 구성하는 경

우가 많다. 이 게  구성에 자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때일수록 이 스스로 워크를 빨리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  성과나 목표달성, 수업만족을 하고  목표설정

에 지침이나 도움을 주고  별로 토의시간에 참여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 방안에 아이디어를 주

는 등 상호작용에 도움을  필요가 있지만 능동 인 참

여수업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극 으로는 수업만족

을 해서 자체 내에서 토의하고 합의된 의견에 도달

하며 힘을 합쳐 보고서와 발표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

끼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은  성과와 목표달성이 수업만족에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는 것과 연 시켜 볼 때 

더욱 요하다고 하겠다. 일반 으로 수업만족은 학생들

이 좋은 수를 받거나 그들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달성

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성과와 

목표달성은 수업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비

추어 본다면 본 연구결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성 을 받

거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수업에 만족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워크를 발휘하

는 과정에서 더 수업만족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는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서는 좋은 학 을 받지만 수업

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수업에서는 좋은 

학 을 받지 않더라도 그 수업에서 얻는 것이 많고 보람

을 느 다면 그 수업에 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이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학생들로 하여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사회에 응시키는 

과정을 습득하게 한다는 에서  로젝트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업방법이라고 단된다. 

 로젝트를 경 학 수업에 도입할 때  효과성과 수

업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본 연구결과는 응집력이 

워크에 향을 미치며 워크는  성과와 목표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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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업만족도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업만족을 해서

는 워크가 매우 요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본 연구가 갖는 한

계 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 규모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을 하지 못

했다.  규모는 2인 이상 10인정도의 범  내에서 다양

하게 구성하여 이들의 효과를 분석했다면 보다  규모

에 한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했을 텐데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범 를 크고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규모의 효과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을 구성할 때 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모

델을 구축하는 데보다 합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한국

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성을 다양성으로 정의하여 

구성하기도 어려우며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구성 분포

가 같은 비율이 아닐 경우 남녀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시켜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에서 경 학 수업에  로젝트

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한 통찰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수업만족에 한 연구를 

경 학  에서 근하 다. 교육학  에서의 

근시각이 반 으로 부족하여 이론 인 체계화가 미흡

한데서 오는 구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을 고려하여 근한다면  로젝트 도입에 한 보

다 정교한 이론  체계화와 실용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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