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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신입생들의 팀 활동 만족감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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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대의 교과과정에서 흔히 요구되는 팀 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팀 활동의 만족감
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입문교과를 수강하는 신입생 64명을 대상으로 13개의 팀을 구성하여 총 5개의 개방형 
과제를 통해 팀 활동을 수행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팀의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팀 만족도는 팀의 성과보다는 팀원의 활동 참여도와 팀원 간의 관
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더욱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상호 배려하는 화목한 팀 분위기가 조
성될 때 팀 활동의 만족감이 증가하며, 팀의 분위기가 성과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팀원의 역할별 구
성은 팀 활동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자율적인 팀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팀 활동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지원을 한다면 특히 최근 학제적 융복합 학습 환
경에서의 팀 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신입생, 팀활동, 만족감, 팀성과, 팀분위기, 융복합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team activities. The 64 engineering college freshmen 
were grouped into 13 teams, and a set of questionnaire was given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team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the team performance. However, the team satisfaction is more 
correlated with the team member's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ship. The team satisfaction tends to increase 
when having an environment where the team members regard each other, which they felt more important than 
the outcome. The particular role of team members w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team satisfaction, and the 
students prefer having self-control in team formation. By using the study results, we may support students to 
have a positive experience of team learning especially in convergence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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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과 학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하나는  

활동을 통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다. 의 산업사회가 

단순 기술기반의 산업 주 던 과거와는 달리 부분 

시스템 기반의 활동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 고 있고 작

업의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며 때로는 작업의 내용 자체

가 잘 정의되지 않고 모호함으로 인해 개별 인 단보

다는 다방면의 의견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1]. 한 새로운 공학기술은 워크를 통한 상

호 력 작업을 바탕으로 창출된다고 여겨지고 있으므로

[2], 부분의 공과 공수업에서는 워크 능력의 배양

과 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

용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의 주제는 잘 정의된 문제를 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학

생들이 직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의 분석과 안을 검

토한 후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방형(open-ended)

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공학교육인

증인 ABET 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된 우리나라의 공

학교육인증[3]에서 요구하는 종합설계과정(capstone 

design course)은 이러한 개방형 문제로 진행되는 교과

과정의 표 인 라 볼 수 있다.

 활동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

르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참여도, 상호

작용도, 학업성취도, 자아존 감이나 자신감 등과 같은 

면에서 정 인 교육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 졌다

[4]. 한 워크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의존을 통해 타 하고 력하는 과정[5]이므로, 교과

에서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개별 인 능력을 공동의 

목표에 조화시키는 인 계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활동에 

한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  활동으

로부터 얻어지는 정 인 경험은 추후 과제의 수행 능

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

를 담당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활동 과제를 운 할 

때 가능한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게 된다[6].

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활동과 

결과에 향을 미치며[4,7,8], 의 성과는 개별 원 능

력의 단순 합을 떠나 상호 계에 의해 형성된다[9]. 따라

서  활동은 원의  활동 경험  친분 계[10], 에 

소속된 기간[11], 기술  문제해결 성향[12], 성격[6,7], 역

할[13,14]등과 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서의 정 인 측면인 만족

감에 해 공  신입생들을 상으로 조사 분석하 다. 

신입생들을 상으로 하는 경우 여타의 연구들과 구분될 

수 있는 은 아직은 이들이 개방형 문제에 한  활동

의 경험이 부족하며 한 여러 교과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친분 계가 미처 성립되지 못한 상

태이므로  활동에 한 인식 한 다를 수 있다는 측면

이다. 즉, 신입생의  활동에 한 만족도와 련 인식을 

분석하여 요한 요인들을 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  차원에서  활동에 의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해 우선 만족감이 활동의 결과에 향을 미치

는 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만족감은 원의 친분 계, 

원의 참여도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 한 원의 역할

별 구성과는 어떠한 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나아가  활동에서의 만족감을 증진하는 요소가 무엇인

지 등 학생들이 인식하는  활동에서의 요한 요인들

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다양한 교과를 통해  

활동에서의 성공 인 경험을 갖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활동에 한 만족감이란 원들이 느끼는 만족감

[15]을 일컫는 것으로,  활동에 해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함(happiness)을 느끼는 가로 측정될 수 있다[16]. 

여러 연구에서  활동에 한 만족감은 활동의 결과

인 성과에 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그  학생의  

활동과 계된 최근의 연구로서는 Zaitun[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Zaitun은 학생들을 상으로 그룹 로젝

트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의 만족도와  성과와

의 계에 해 연구하 는데, 학생들이 비록 성별과 인

종 등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반 으로 의 활동에 

해 만족할 경우 더 높은 성과를 보임을 발견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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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Ruiz[18] 등은  활동에서의 개인의 만족감이 

워크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고, 

Fung[19]은 의 만족도가  로젝트의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원 상호간의 계는  활동의 만족감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 상호작용에 한 만족

과 과제에 한 만족은 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연구된 바 있고[20], 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

생한 불만족감은 로젝트의 목  달성을 향한 원 능

력의 개에 좋지 않은 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21]. 

Fung[19]는 원 간의 상호신뢰와  결속력이  활동

의 만족감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

하 으며, Johnson[22]의 연구에서는 원 상호 간 다른 

원에 한 태도가 만족도에 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

다. 한 동료 계에 의한 의 분 기는 원의 만족도

에 정 인 향이 있으며[20], 원이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의 분 기가 개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정 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다[11].

의 구성 한  활동의 성과와 만족감에 연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구성에 한 연구는 크게 원

의 역할과 성격 혹은 성별이나 인지수  등과 같은 원 

각자의 개별 인 특성을 조합했을 때 의 활동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와, 의 구성방법이 학

생이 주도하는 자율 인  구성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활동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하는 연

구들로 별할 수 있다.

이성룡[6]은 종합설계교과의  로젝트 수행에 있어 

원의 성격 유형에 따른 조합이 의 성과와 련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김태훈[7] 등은 기술 인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구성에 있어  구성원의 성격 유형이 

의 창의성과 계가 있음을 밝혔다.  최진호[14] 등은 

 활동에서 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행동에 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때 의 응

집력이 좋아지며, 이것은 결과 으로 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강인애[4] 등은 소그룹 학습 을 상으로 친분정도

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구성한 과 학습유형에 따라 

교수자에 의해 구성된 을 비교 연구하 는데, 자율

인 은 편안한 학습 환경으로 인해 활동에 부감감이나 

긴장감은 없지만 정서  친 감이 극  학습참여나 활

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

[13]은 학생들이  구성에 따라 경험하는 바가 다르고 

이러한 경험은 후에  활동의 참여방식과 질에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 구성에서는 공평성, 원 

간의 계, 능력에 따른 소외감 등을 경험하고, 역할분담

에서는 리더십의 요성, 자기 요구의 실   술 인 

의사결정을 경험하므로 학생들이 정 인  활동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실천 인 개입 략을 갖는 것

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활

동의 경험이 아직은 미흡한 공  신입생의 경우에도 기

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며 신입생에서만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도가 실제 인 성과에 향이 있음을 확인함은 물론 

원이 인식하고 있는 성과와의 계에서도 향을 미치

는 가를 밝히고자 하 다. 둘째,  구성에 있어 원의 

개인 인 역할에 따른 만족도가 아닌 역할별 다른 조합

을 갖는 구성에 따라  체의 만족도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셋째, 학생이 인식하는 요한 역

할과 실제 으로 자신이 담당한 역할 간의 계를 분석

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만족감을 증가 혹

은 감소시키는 요인과 더불어 학생들이 느끼는  활동

에서 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자

연구의 상자는 A 학의 공과 학 신입생  2014년

도 1학기 B과목을 수강한 64명(남자 38명, 여자 26명)이

다. 이들을 4명 혹은 5명의 원으로 구성하여 총 13 

을 구성하 다. 의 구성은 아직은 신입생인 계로 상

호 기존의 친분 계가 없음을 고려하여 자율 인 보다

는 담당 교수가 임의로 을 구성하는 방법을 따랐다.

 

3.2 팀 활동 및 자료 수집

은 2014년 4월에 구성이 되어 6월까지 별 과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을 하 으며  활동의 만족도 련 

설문조사와  활동의 성과에 한 평가는 학기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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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 에 이루어졌다.

 활동을 해 총 5개의 개방형 과제가 주어졌으며 

수업 시간에는 과제를 해결하기 한 별 토의 시간이 

주어졌다. 토의를 해서는 원 각자가 주제에 해 사

 조사를 하고 토의에 필요한 자료를 토의 시 지참토록 

했으며 토의 내용과 결론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토록 하 다. 한 각 별로 내용을 발표하게 함으로

써 각 이 다른 의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활동에 한 평가는 보고서를 토 로 하 으며 동

시에 토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별 원의 참

여도를 주 으로 평가하여 종합 수를 산출하 다.

만족도와 련한 설문조사는 두 번 나 어서 시행하

으며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귀하는 소속된 에 

해 반 으로 만족하 습니까?” 라는 설문 항목을 통해 

 활동에 한 반 인 만족도를 Likert 5단계 척도를 

통해 조사하 다. 아울러 “본인이 속한 의 원의 참여

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원의 참

여도에 한 인식을, “본인이 속한 의 원의 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원 간의 상호 

계에 한 인식을, 그리고 “본인이 속한 의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성과와 련한 

원의 인식 정도를 취합하 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한  활동에서 각자의 주

된 역할에 해 밝히도록 하 는데, 토의를 주도하고 의

견 유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리더,  토의자료와 아이

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맨, 토의의 분 기를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 기 메이커, 기타 등으로 구분토

록 하 다. 이와 더불어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가  활

동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도록 하 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활동에 한 

만족감이 증진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활동에 

한 만족감이 감소하는지를 물었고, 그 밖에  활동에서 

요한 이라고 생각하는 을 의 성과, 의 화목한 

분 기,  활동을 통한 지식과 능력의 향상,  분 기를 

주도하는 리더의 필요성, 성실한 원의 존재 등으로 구

분하여 질문을 하고 각각의 요성을 Likert 5단계 척도

로 나타내도록 하 다. 아울러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구성의 강제성 여부에 한 선호도를 조사하 는데, 

자율 인  구성에 한 선호도를 5  척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하 다.

4. 연구결과

4.1 만족도와 성과

다음의 표는 의 만족도와 의 성과에 해 정리한 

내용이다. 의 만족도는 구성원 각각의 만족도를 합산

하여 평균한 값이고 의 성과는 각 과제의 별 평가 

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이다.

Score  

Tea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atisfaction 3.6 3.8 3.8 3.0 3.0 2.5 3.2 3.2 3.2 2.8 2.8 3.2 3.4

Performance 67 63 60 26 41 42 52 47 42 38 43 34 28

<Table 1> Satisfaction and Team Performance

표의 데이터를 SPSS를 통해 상 계 분석을 해 보면 

피어슨 상 계수(Pearson's r)가 0.595 이고 유의확률

(p-value)이 0.032 이므로, 유의수  5% 에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의 만족도는 의 

성과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4.2 만족도와 관련요인 인식정도

한편 별 만족도와 원의 참여도, 친분정도, 성과에 

한 인식정도와의 상 계를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원의 참여도가 좋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의 만족도와 계가 있으며 원 간의 상호 분 기가 

좋았다고 느끼는 정도 한 의 만족도와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과가 좋았다고 느끼는 정도와 

의 만족도와는 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분석결과에 의하면 참여도가 좋았

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성과가 좋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비교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참여도가 높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성과가 

좋다고 느끼는 이라 할지라도 실제 으로 에 한 

만족도는 성과보다 참여한 정도에 한 느낌과 원 간

에 계가 좋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더 향을 받음을 암

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만족도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 ‘사회  공동체’[23]로서의 느낌이 ‘학습공동

체’[24]의 느낌에 앞서는 것을 나타내며, 원의 계성이 

만족도와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Nerkar[21]

와 Baldwin[25]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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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Participation Relationship Performance

Satisfaction
Pearson’s r 1 .666

*
.646

*
.451

p-value .013 .017 .121

Participation
Pearson’s r .666* 1 .364  .700**

p-value .013 .221 .008

Relationship
Pearson’s r .646

*
.364 1 .102

p-value .017 .221 .739

Performance
Pearson’s r .451  .700

**
.102 1

p-value .121 .008 .739

* p < 0.05, ** p < 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Participation, Relationship, and 
Performance

4.3 만족도와 팀 구성

각 의 역할별 구성에 따라 만족도에 변화가 있는 가

를 찰하 다. 다음의 표는 각 별로 리더로서, 아이디

어맨으로서 혹은 분 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한 구성원 

수의 분포와 결과 인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는 분석의 편이를 해 만족도가 높은 부터 

낮은 으로 정렬하여 내용을 정리하 다.

 내에서 역할을 나타내는 변수가 상호 독립 이지 

않기 때문에 의 구성과 만족도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한 한 통계  근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구

성에서의 특징 인 패턴이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향을 

주는 지 여부를 찰하는 것으로  구성과 만족도 간의 

계를 악하 다.

Order
Team

#
Leader

Idea 

Man

Mood

Maker
Others

Satis-

faction

1 2 0 4 1 0 3.8

2 3 0 4 1 0 3.8

3 1 0 1 3 1 3.6

4 13 0 3 0 2 3.4

5 7 1 2 1 1 3.2

6 8 0 1 1 3 3.2

7 9 0 4 0 1 3.2

8 12 0 3 0 2 3.2

9 4 0 3 1 0 3

10 5 0 3 1 1 3

11 10 0 2 1 1 2.8

12 11 0 3 2 0 2.8

13 6 1 2 0 1 2.5

<Table 3> Number of Role and Team Satisfaction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음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원 구성에 한 어떤 특정 조합의 패턴이 

다른 조합의 패턴에 비해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를 들어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2번과 

3번 의 경우 아이디어맨과 분 기 메이커로 구성되고 

특히 아이디어맨의 숫자가 분 기 메이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만족도가 낮

은 4번 혹은 12번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원의 수 혹은 역할의 조합 패턴

이 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4 팀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인식

 활동에서 실제 으로 나타난 역할별 분포에 한 

데이터는 아래의 표와 같다. 리더로서의 역할이 3%, 아

이디어맨으로서의 역할이 56%, 분 기 메이커로서의 역

할이 18%, 기타가 23% 으로 불균형 인 분포를 보인 반

면, 학생들이  활동에서 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역할

은 리더가 23%, 아이디어맨이 40%, 분 기 메이커가 

35%, 기타가 2%로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인다.

Role        
Actual Role Ideal Role

Number % Number %

Leader 2 3% 14 23%

Idea Man 35 56% 25 40%

Mood Maker 11 18% 22 35%

Others 14 23% 1 2%

<Table 4> Perception on Actual & Ide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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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실제로는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각 학생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요하다고 

느끼는 역할과 실제 역할이 일치하는 비율은 38%에 불

과하 다. 

특히  활동에서 리더가 요하다고 답변한 학생은 

23%인 반면 실제 으로 리더의 역할을 한 학생은 3%에 

불과하여 이상과 실의 차이는 87%나 되었고, 분 기 

메이커의 경우에는 49%의 차이를 보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더욱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  역할과 이상 인 역할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Fig. 1] Percentage of Actual & Ideal Role

4.5 만족도의 증감 요인

학생들의 설문 답변으로부터  활동에 한 만족도

가 증가하는 요인을 구분하고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부

터 낮은 응답을 보인 항목으로 정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actors Proportion

Satisfaction increases when there are team 

members who listen to my opinion.
23%

Satisfaction increases when I am not 

forced to speak out my opinion.
22%

Satisfaction increases when I lead the 

discussion.
18%

Satisfaction increases when I sincerely 

prepare for a team activity.
18%

Satisfaction increases when the team 

adopts my idea.
16%

Others 3%

<Table 5> Factors Increasing Satisfaction 

한편 학생들의  활동에 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요

인을 구분하고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부터 낮은 응답을 

보인 항목으로 정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actors Proportion

Satisfaction decreases when I have not 

prepared much for a team activity.
37%

Satisfaction decreases when there is no team 

member who regards me.
33%

Satisfaction decreases when I think that my 

opinion is inferior to the others.
12%

Satisfaction decreases when I am forced to 

speak out my opinion.
10%

Satisfaction decreases when somebody but 

me leads the team.
4%

Others 4%

<Table 6> Factors Decreasing Satisfaction 

흥미로운 사실은  활동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요

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이다.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 기가 형

성될 때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의견

을 강요하는 분 기가 아닐 때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반

응이 그 다음을 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비성이나, 자신

의 아이디어가 의 의견으로 채택되어지는 여부보다는 

의 반 인 분 기가 만족감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항목을 제외

할 때,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요인 들 간에는 가장 높은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 간의 차이가 7% 에 불과하다. 

한편  활동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요인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이  활동에 한 비가 

부족한 경우로 37%의 응답률을 보 고, 그 다음이 원 

간의 배려가 부족할 때로 33%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 

가장 높은 응답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과의 차이는 34%

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요인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6 팀 활동에서 중요 요인에 관한 인식

 활동에서 요한 요인을 묻는 설문에 해 5  척

도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 다. 강한 정에 5 을 그

리고 강한 부정에 1 을 부여하는 식으로 수를 환산하

여 답변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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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으로 정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따라서 표의 

에 나타난 요인들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요성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요성이 낮게 된다.

Important Factors Score answer ratio

Important factor in team 

activities is to make a 

harmonious environment 

by constructing a 

beautiful mutual relation 

between team members.

4.22

strong yes 33%

yes 55%

average 12%

no 0%

strong no 0%

Important factor in team 

activities is to develop 

one's intelligence and 

capability through 

sharing knowledges and 

ideas.

3.80

strong yes 16%

yes 52%

average 28%

no 4%

strong no 0%

Important factor in team 

activities is having 

someone who can 

actively lead the team in 

the right direction.

3.78

strong yes 20%

yes 49%

average 22%

no 10%

strong no 0%

Important factor in team 

activities is to have at 

least one capable 

member with sincerity 

than having several 

ordinary members.

3.18

strong yes 10%

yes 27%

average 33%

no 29%

strong no 0%

Important factor in team 

activities is to achieve a 

good outcome than to 

have fun in the activities.

2.98

strong yes 2%

yes 27%

average 39%

no 29%

strong no 2%

<Table 7> Important Factors in Team Activities 

표에 의하면 결론 으로 학생들은 의 분 기가 

의 성과보다 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의 분 기가 활동에 있어 ‘ 요하다’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가 ‘ 요하다’라

고 인식하는 학생의 수는 29%에 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은 신입생인 계로 ‘성과’보다는 ‘ 계’에 더 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다. 더

구나 의 성과보다는  활동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1%에 이르고 있음이 흥미

롭다.

원 간의 친분이 가장 요한 항목으로 지 되는 반

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혹은  

활동에서 리더의 역할이 요하다고 느끼는 것과의 비율 

한 각각 68%와 69%를 차지하여 역시 학생들에게는 

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실한 원의 존재 여부가 요한가를 묻는 

설문에는 ‘그 다’ 이상으로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37%

인 반면 ‘아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 한 29%를 차지하

고 있어, 고학년의 경우 성실한 학생의 존재 유무가 매우 

요하다고 조사된 이성룡[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이와는 별도의 설문항목인 자율 인  구성에 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다’ 이상으로 답변한 학생

이 57%, ‘보통이다’로 답변한 학생이 33%, 그리고 ‘아니

다’이하로 답변한 학생이 10%로 나타나 학생이 주도 으

로 을 구성하는 자율 인  구성에 한 선호도가 높

음을 보 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  신입생들을 상으로 학 교과에서

의  활동에 한 만족감과 그 련 요인에 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활동에 한 반 인 만족도는 

의 성과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원의 참여도가 좋다고 인식할 때  활동의 만

족도가 높아지며, 한 원 간의 계가 좋다고 인식할 

때 의 활동에 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  활동에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원의 계

가 좋고 나쁨 보다는 원의 참여도에 더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 성과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 

 활동의 만족도와는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즉, 결과 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이 실제 인 성

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들은 성과

가 좋지 않았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입생의  

활동에 한 만족도는 의 성과보다 오히려 원 간의 

계가 좋았다고 느끼는 정도와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분 기에 더욱 계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구성에 있어  내 역할의 분포는  활동의 

만족도와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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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맨, 분 기메이커 등으로 역할을 구분할 때,  

내 역할 분포가 고르거나 혹은 고르지 않건 간에  체

의 만족도에는 큰 향이 없음을 안다.

넷째,  내 개인의 역할에 해선 학생 자신이  활

동에 있어 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으로 

자신이 선택한 역할 사이에는 차이가 많음이 밝 졌다. 

이  두드러지는 차이는 리더의 역할이었는데 리더가 

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리

더로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상자가 신입생들이라 아직은  활동에서 극성을 보

이기 어려운 도 있었음을 반 하고 있다고 단되나, 

교육 인 측면에서는  활동에 있어 좀 더 극 이고 

능동 인 리더의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활동 지도에서 

요한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신입생들은 원들 상호간에 잘 교류하여 화

목한 의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활동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경청

해주고 의견 개진에 해 강압 이지 않은 분 기일 때 

 활동의 만족감이 증가하는 반면, 상호 배려가 을 때 

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 성과보

다는 의 분 기가 더욱 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한 31%를 차지하여 이는 신입생의 경우  활동의 만족

도는 성과보다 계에 더욱 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신입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계없이 구성되는 

보다는 자율 으로 을 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신입생들의  활동 만족도  만족도

와 련된 반 인 인식을 찰할 수 있었다.  활동의 

만족도는 의 성과와 련이 있고, 의 성과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성공경험은 자아성취감이나 자신감 증진 등

에 향을 주어 정 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활동의 지도에 

있어 보다 효과 인  구성과 바람직한  활동의 략

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결론에 덧붙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신입생들의  활동에 해 분석한 내

용으로 결론 으로 얻어진 시사 들을 모든 학년의  

활동에 반 하기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활동 경험

이 많아질수록  내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을 한 자

세와 인식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고학년의  활동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학생들의  활동 만족감과 

련 인식을 보다 명확히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아직 상호 교류가 많지 않은 신입

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구성이 자유롭지 않

았다. 친분 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을 상

으로 자율 인 을 구성할 경우에도 상호 계와  분

기에 한 만족도가  활동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요소, 컨  의 성과 혹은 개인  

능력의 향상 등이  활동에 더욱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지 등을 분석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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