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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학습 환경에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박미경, 박명숙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achievement in team based 
learning: Mediating effect of co-regulation

Mi-Kyung Park, Myung-Sook Park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팀 학습 환경에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43명의 간호 
대학생이었으며,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협력적 자기조절
과 과제성취도, 협력적 자기조절은 과제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과제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적 자
기조절,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과 조정 향상,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2%이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
취도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제성
취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추후 과제성취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 심리적 임파워먼트, 과제성취도, 협력적 자기조절, 간호 대학생, 팀 기반 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achievement in the team 
based learning by college nursing students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co-regulation. A convenience sample of 
243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one university in G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3 to May 30,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21.0 Program.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of co-regulation and achievement, co-regula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of  achievem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achievement were co-regula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improvement on cooperation 
and modification, grade, and explanatory power was 57.2%. Co-regul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Achievement.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nurs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achievement. and it is necessary to repeat the study 
including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achievement of the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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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대학은학령인구의감소와더불어한국대학평가

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학생 선발과 양질

의교육을제공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해있다. 또한기

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팀과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원하고, 신입사원 선발 시

집단 토론이나 팀 개념을 활용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있

다. 이에 대학교육은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1]. 따라서

대학교육은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고[2], 자신의 역할

을수행할수있는역량있는학생을양성하기위해전략

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 특히 간호

교육현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제도 도입

으로보다더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다양한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현장은 고령화, 의료시장 개방, 의료기

관 평가, 통합간호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

하는것이최대의과제가되고있다. 병원경영자는조직

구성원간의협력을통해서최대의성과를낼수있는질

적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4].

특히, 간호영역은기능적으로운영하던간호사의업무

를 팀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팀과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

어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간호사를배출하기위해학부교육에서부터협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5,6,7,8].

팀 학습은협동학습의한종류로학습자와교수자, 학

습자와 학습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

자간의협력과협동을주축으로지식을공동으로창출해

가는 능동적인 활동이다[9]. 이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기

반으로 한 팀 학습은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여줌으로서

학습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학습태도와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5,10,11].

또한, 학업성취동기를증진시키는심리적임파워먼트

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지향을 반영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12]. Spreitzer는 심리적 임파워

먼트 구성요소를 네 가지, 즉 의미감(Meaning), 유능감

(Competence), 자기결정감(Self-determination), 영향력

(Impact)으로 설명하였다[13]. 심리적임파워먼트가높은

개인은내적역할동기가높아학습환경을의미있는방

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팀 성과를 높인다고 하였다[14]. 또한, 팀 구성원의

심리적임파워먼트도높으면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넘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의 경쟁적 분위기를 오히려 기

회로인식, 탐색및활용에더욱열정적으로참여하므로,

팀에소속된개인은예상되는문제를주체적으로찾아내

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5].

간호사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심리적임파워먼트는

간호업무성과의예측인자로설명력은 34.3%로나타났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16]. 간호 대학생을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셀프임파워먼트가높을수록학습성과가높

아진다고 하였고[17],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

무성과가 높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16]. 또한 대학생스스로임파워먼트수준을높게지

각하는 학생은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학습 성과에 긍

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으로교수자는개인의심리

적 임파워먼트를 확인하고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

해야 한다.

팀의분위기는팀이기대하는행동, 보상이주어질것

으로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

다[18]. 따라서 팀의 구성원은 팀의 분위기에 의해 전달

된정보에기반하여팀에서그들의행동을조절하는경

향을보인다[19]고 하였다. 학습자의자기조절은학습결

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팀 학습에서는 그룹이

나공유된그룹과제에대한구성원의태도가학습결과

에영향을미칠 수있다고 하였다[20]. 개별 학습자가느

끼는자신의팀에대한태도를보여주는것으로 Volet 등

의 연구에서는학습자가갖고있는팀에대한태도가협

력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21].

팀 학습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자신을 집단에맞추어 조절하는 능력[20]으

로팀의성취도향상뿐만이아니라개인의자기조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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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으로서[22,23] 팀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성공적인 팀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구성원의개인적특성과사회문화적특성을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4].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팀 기반 성과에 대한 연구

[6,25,26]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팀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역량과 연결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개인의 심리

적임파워먼트와협력적자기조절에대한보고서는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간

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미비하지만 다른

영역의대상자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에서심리적임파

워먼트는업무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협력적자

기조절또한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따

라서 팀 학습 환경에서 과제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확인하고, 심리적임파워먼트와과제성취도간의관

계에서협력적자기조절이어떤역할을하는지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 목적은 팀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제성취도 차이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과제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

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관계에

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팀학습환경에서간호대학생의심리적 임

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제성취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임파워먼트가과제성취도에미치는영

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

학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2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이중응답이불성실한 13부를제외한 243부를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Spreitzer[13]가

개발한 도구를 오나연[1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의미감, 유능감, 자기결정감 및 영향력 4개의 하

부영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심리적임파워먼트가높음을의미한다. 오나연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2.3.2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Zimmerman &

Martinez[27]가 개발한자기조절도구를 DiDonato[28]가

협력적 자기조절로 수정·보완하고 박하나[2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자기조절이 높음을 의

미한다. 박하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2.3.3 과제성취도
과제성취도를측정하기위해 Barzilai와 Blau[29]가 사

용한인지적성취도구를박하나[20]가번안한도구를사

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 과제성취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하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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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

까지 실시하였고, 기관장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

었고,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감사 품을 전달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기술통계로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를시행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수 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 차이가 있는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협력적

자기조절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해 Baron과Kenny[30]

의 3단계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에게사전에연구의목적과방법을충분히설명

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수있고, 연구불참과참여중단으로인한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

하고서면동의를받았으며, 서면동의는자발적으로이루

어졌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은여학생이 207명(85.2%), 남

학생은 36명(14.8%)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109명

(44.9%)로 가장 많았다. 팀과 제수는 3∼4개가 101명

<Table 1> Difference of Empowerment, Co-regulation, and Achievem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Empowerment Co-regulation Achievement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
fé

M±SD t/F p
Scheff
é

Gender
Male 207(85.2) 3.62±.50 -1.58 .113 3.72±.64 -0.17 .862 3.79±.66 -0.98 .328
Female 36(14.8) 3.45±.61 3.70±.59 3.67±.72

Grade
Grade1a 73(30.0) 3.49±.54 1.86 .158 3.64±.55 1.44 .240 3.75±.60 6.23 .002 ** c<a,b
Grade 2b 109(44.9) 3.53±.56 377±.58 3.79±.68
Grade 3c 61(25.1) 3.36±.69 3.66±.67 3.42±.81

Team subject Number
≤2a 73(30.0) 3.49±.54 1.76 .175 3.64±.55 1.48 .230 3.75±.60 5.88 .003 ** c<a,b
3-4b 101(41.6) 3.54±.55 3.78±.56 3.80±.65
≥5c 69(28.4) 3.37±.69 3.66±.69 3.45±.83

Team member Number
≤6a 81(33.3) 3.41±.69 1.36 .259 3.58±.59 2.32 .100 3.55±.68 3.23 .041*

7-8b 55(22.7) 3.41±.59 3.71±.60 3.76±.76
≥9c 107(44.0) 3.53±.57 3.76±.58 3.80±.66

Personality
Proactive 148(60.9) 3.59±.57 3.84 .000*** 3.75±.63 1.65 .101 3.72±.70 1.02 .310
Passive 95(39.1) 3.30±.58 3.62±.53 3.62±.73

Leadership

Directive 22(9.1) 3.58±.51 2.63 .035 * 3.67±.59 1.64 .164 3.58±.63 1.20 .313
Supportive 39(16.0) 3.54±.70 3.79±.72 3.75±.73
Participative 126(51.9) 3.51±.51 3.72±.55 3.71±71
Achievement 25(10.3) 3.50±.59 3.81±.58 3.82±.72
Unknown 31(12.7) 3.16±.74 3.47±.58 3.47±.73

Improvement on cooperation &
modification

Yes 159(65.4) 3.64±.52 6.43 .000*** 3.82±.57 4.29 .000*** 3.88±.64 6.51
.000
***

No 84(34.6) 3.16±.60 3.48±.60 3.31±.68
**p<.05 ,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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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로 가장 많았고, 팀원 수는 9명 이상이 107명

(44%)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이 153명

(61.7%), 소극적 성격이 95명(38.3%)이었고 리더십유형

은참여적리더십이 130명(52.4%)로 가장많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 리더십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31명(12.5%)이었다. 팀 학습으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

졌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63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임
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제성취
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분석

한결과심리적임파워먼트는성격(t=3.84, p<.001), 리더

십(F=2.63, p<.05), 협력과 조정향상(t=6.4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적 자기조절은 협력과 조정향상(t=4.29, p<.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과제성취도는 학년

(F=6.23, p<.01), 팀과제수(F=5.88, p<.01), 팀원 수

(F=3.23, p<.05), 협력과조정향상(t=6.51, p<.001)에서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자기
    조절 및 과제성취도 정도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5점 만점에 3.46점, 협

력적 자기조절은 3.69점, 과제성취도는 3.71점으로 나타

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Empowerment, Co-regulation 
and Achievement

Variable M(SD) Min Max

Empowerment 3.46(0.59) 1.08 5.0

Co-regulation 3.69(0.59) 1.83 5.0

Achievement 3.71(0.69) 1.25 5.0

3.4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 자기
    조절 및 과제성취도 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

제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협력적 자기조절(r=.72, p<.001)과 과제성취도

(r=.62,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 협력적 자기조절은

과제성취도(r=.64,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있는것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Table 3> Correlations for the Empowerment, 
           Co-regulation and Achievement
Variable

Empowerment
r(p)

Co-regulation
r(p)

Achievement
r(p)

Empowerment 1.0
Co-regulation .72** 1.0
Achievement .62** .64** 1.0

** p<.001

3.5 대상자의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과제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

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독립변수는더미변수처리하여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상관계수가 .80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협력적 자기조절을 함께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

증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1.715로서 자기상관

이없었고, 다중공선성의문제는공차한계가 0.491-0.936

으로 0.3 이상 1.0 이하로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도 1.068-2.223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

도 만족하였고,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 값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제성취도와 제 변수들에 대한 단

계적다중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 과제성취도에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β=-0.31, p<.001), 협력

적 자기조절(β=-0.54, p<.001), 학년(β=-0.15, p<.05), 협

력과조정향상(β=-0.23, p<.001)이었으며, 전체설명력은

57.2%이었다<Table 3>.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Achievem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76 0.22 3.55 .000**

Empowerment 0.31 0.07 .259 4.11 .000**

Co-regulation 0.54 0.07 .466 7.72 .000**

Grade -0.15 0.07 -.097 -2.21 .028*

Improvement on cooperation &
modification

-0.23 0.07 -.159 -3.43 .001**

AdR²= .572 F=81.12, p<.001
*p<.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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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심리적임파워먼트가과제성취도에미치는영향에대

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3단계 회귀분석

(Baron & Kenny)을 통해검증한결과는Table 4와같다.

먼저 1단계로 독립변수(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

(협력적 자기조절)의 예측요인임을 검증하였으며, 2단계

로 독립변수(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수(과제성취

도)의예측요인임을검정하였다. 1, 2 단계에서산출된표

준화 회귀계수 값은 각각 β=.720, β=.619로 모두 통계적

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p<.001). 3단계에서는매개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를 동시에 삽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독립변수

인심리적임파워먼트를통제한상태에서매개변수인협

력적 자기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96, p<.001).

독립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2단계 표준화회귀계수 값보다작고, 종속변수인 과제성

취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p<.001). 또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

로나타내는간접효과로이간접효과의통계적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Z=4.66, p<.001).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의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팀 학습 환경에서 과제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팀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5점만점에서평균 3.46점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직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0점[31],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2점[15]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60점으로 나타난 결과[16]보다 낮게 나타

났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5점[4]과 3.48

점으로 나타난 결과[32]와는 유사하다.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자신의내적능력을주도적으로발휘할수있는능

력으로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학습동기와 학습 성과가

높아지고[1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33]. 또한 간호사의조직몰입이증가하여결국조

직의생산성이증가한다고하였고[32, 34], 교육을통해서

임파워먼트를증진할수있다고하였다[35]. 그러므로간

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

할을잘수행할수있도록학부교육에서부터간호학생들

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팀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협력적 자기조절은 5

점만점에서평균 3.69점으로나타났다. 이는학습공동체

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1점(6점

만점을 5점만점으로환산)[36], 교육공학교과목을수강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61점(6점 만점을

5점만점으로환산)[24]보다 높게나타났다. 그러나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대학생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 4.15점

(6점 만점을 5점 만점으로 환산)[37], 4.19점(6점 만점을

5점만점으로환산) [20]보다는낮게나타났다. 이렇게다

양하게 나타난 결과는 동일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

고사료되며추후정확한비교분석을위해서간호학생을

<Table 5> Mediation Effects of Co-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Achievement
B SE β t p AdR² F p

Equation 1. Empowerment→ Co-regulation 0.723 0.045 .720 16.22 <.001 .517 262.97 .000**

Equation 2. Empowerment→ Achievement 0.736 0.060 .619 12.30 <.001 .380 151.34 .000**

Equation 3. Empowerment→ Achievement
Co-regulation→ Achievement

0.397
0.469

0.081
0.081

.334

.396
4.90
5.81

<.001
<.001

.454 102.75 .000**

Sobel test(Z)= 4.66 p<.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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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협력적 자기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협력적 자기조절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협력과 조정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군

에서 협력적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팀 학습

환경에서학습자가개인의자기조절을집단차원으로전

환하려는적응과정에서협력과조정이나타나협력적자

기조절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협력적 자

기조절은 집단응집성을 높이고[37], 과제 성취도를 높인

다고 하였다[24]. 따라서 팀 학습 환경에서 과제 성취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자기조절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과제성취도는 학년, 팀 과제수, 팀원 수, 협

력과조정향상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가장높게나타났고사후검정에서 3학년

보다 1, 2학년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3학년과

정에팀학습이평균 5과목으로 1학년평균 1과목, 2학년

평균 3과목에비해많아상대적으로성취도가낮게나타

난것으로보인다. 또한 팀과제수에서는과제수가 3-4

개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고 5개이상인과제수보다

2개 이하이거나 3-4개인 경우가더 높게나타났다. 팀원

수에서는 팀원수가 많을수록 과제성취도가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팀 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별 팀

학습과목을조절할필요가있으며, 팀원 수를고려한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협력과 조정이 향

상되었다고 응답한 군에서 과제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는

데이는팀학습을통해서팀원의목표달성을위해협력

과조정을적용한결과라고판단된다. 따라서팀학습운

영시적절한과제수와적절한팀원수를고려한체계적

인 팀 학습 운영을 계획 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협력적 자기조절 및 과

제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협

력적 자기조절과 과제성취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력적 자기조절과 과제성취도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한연구에서심리적임파워먼트와직무성과관

계에서양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과유사하며[15], 간호

사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심리적임파워먼트와간호업

무성과간의관계에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

난 결과와 유사하다[16]. 이러한 결과를 보면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높을수록 협력적 자기조절과 과제성취도가

높아지고 협력적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과제성취도가 높

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팀학습환경에서팀성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필요하며[38], 공유리

더십은 팀 몰입과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따라서 과제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협력적자기조절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

한 교육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리더십을

향상시킬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과제성취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

수를투입하여단계적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학년,

협력과 조정 향상,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협력적 자기조

절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57.2%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관계에

서협력적자기조절은부분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즉, 간호대학생의심리적임파워먼트는과제성취도

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협력적 자기조절을 매개

로 하여 과제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하나

[20]는 협력학습 환경에서 성취도를높이기 위해서는 학

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

뿐만이 아니라, 팀 전체가 협력하여 구성원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행과정을 조정 및 통제하며 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협력적 자기조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팀학습환경에서과제성취도를높이기위해서는

개인적 심리적 임파워먼트 뿐만이 아니라 팀 학습 맥락

에서팀구성원을이해하고팀에적응해가면서협력하는

협력적 자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면 팀 학습 환경에서 과제성취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팀 과제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팀 구성원수를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

적임파워먼트와협력적자기조절이과제성취도에영향

을미침으로학생들의심리적임파워먼트와협력적자기

조절 증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 내에 완

성되는것이아님으로 1학년과정부터단계적으로할수

있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이필요하다하

겠다.

본 연구수행시모집단을선택함에있어전국단위의

대상자가아닌특정지역에한정된 1개 대학의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다. 또한 사용한 연구도구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



팀 학습 환경에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3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Oct; 15(10): 367-376

로 한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분석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추후광범위한지역과다양한대상자를대상으로반복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팀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관계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

개효과를확인하고, 팀 학습에서간호대학생의과제성취

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연

구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과제성취도 관계에서 협

력적자기조절이부분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와협력적자기조절이과제성취도

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따른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교육학

관련영역에서협력적자기조절과관련된연구는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으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요인들

을포함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의료기술의발달

로 임상현장은 더 복잡해지고 팀을 기반으로 한 업무가

확대되면서팀구성원간의협력과조정이중요시되고있

다. 따라서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 간호사를 배

출하기위한교육학적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추후

팀학습환경에서성취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교육프

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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