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팀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해결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능력범위를벗어나는문제에대한해결방법으

로대학교과에서흔히적용된다. 이는업무의형태가다

양해지고단순지식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다변적인문

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은 물론 팀워크를 학습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1,2].

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팀원 간 상호 교류 능력의

배양은 물론 학업성취도와 자신감의 증가 등 긍정적 교

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각자 책임을 다하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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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팀 활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팀워크의 학습을 위해 유용하다. 팀 활동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공경험 획득을 위해 중요한데, 특히 융·복합 교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과에서의 
팀 활동에 있어 주어진 프로젝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팀이 해체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팀의 해체가 팀원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가정 하에 팀 해체의 요인이 되는 성격으로서 Dark Triad(DT)를 도입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성격 요소로서 융화성을 도입하여 팀 해체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실
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DT를 소유한 학생의 비율은 팀의 제한 인원과 팀의 해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팀원의 
융화성을 높임으로 인해 팀의 해체율을 낮출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발한 모형은 팀의 해체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로 제공
될 수 있으며 팀 활동을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한 방법론의 활용은 향후 팀 활동을 분석하고 지원하는데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팀 해체, 어둠의 3요소, 융화성, 팀 활동,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융·복합
Abstract  A satisfactory ending of the project is crucial for the students to achieve success experienc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teams’ dismantling before the project deadline. We propose a team dissolution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sharmony caused by the members’ personality traits is the main reason for 
the team break up. The Dark Triad and the Communion are introduced to build the model. We simulated the 
proposed model using an agent-based simulation and analyzed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 ratio of owning 
DT impacts the maximum allowable size of the team and the team's rate of dissolution, but the team has 
been able to reduce the team's dissolution rate by increasing the team's harmony. We expect that we 
efficiently used the developed model with the agent-based simulation for the studies related to the dismantling 
of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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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과 의존을 통해 타협하고 협력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3-5].

특히융·복합교과가증가하는추세속에관련교과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학생들의 팀 활동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팀활동의만족도와성과가최대치가될수있

도록팀구성을유도한다든지혹은학생들이자율적으로

팀 구성을 하는 경우라도 이에 적절히 관여하여 낙오되

는 팀원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6-8].

팀 활동을통한교육효과를얻기위해서는이와같이

팀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된 팀이 순조

로운 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찰·지도하는 것 또한 중

요하다. 팀이주어진과제를완료할때까지팀구성을유

지하지못하고도중에해체된다면팀활동을통해기대

했던긍정적인효과보다는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초래

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팀이해체되는과정을연구

하는것은의미가있으며이를통해팀활동의지도에필

요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팀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행동

양상과 팀 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Yee[9]의 후속 연구

이다. 본 연구에서는 팀의 해체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

서선행연구와대비된다. 선행연구에서는팀원의수, 팀

원을 탐색하는 범위 및 팀원 간 유사성 등 팀 형성에 필

요한외적조건을주로고려한반면, 본연구에서는팀이

해체되는 주된 이유가 팀원의 내적 조건인 성격적 특성

에기인한다고가정하였다. 즉 각팀원의개별적성격특

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팀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팀 해체의 과정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팀원 개개인의 성격에 의한 심리적 상태와 그 조합에

따른 행동 양상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으므로선행연구와유사하게이를묘사할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접근하였다.

팀워크를 인간의 사회적 행동 특성의 관점에서 접근

한연구들에서는종종에이전트기반의시뮬레이션이사

용된다[10-12]. 왜냐하면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서는 팀원 각자의 비선형적이며 동태적인 행동 특성을

에이전트의특성으로나타내어이들간의집합적행동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팀 해체에 따른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에이전트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팀 해체의 과정을 성격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연구

는아직발견하지못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새로운시

도라 할 수 있다.

2절에서는팀해체의요인과과정을성격적특성을바

탕으로 설명하고, 3절에서는이러한 심리적 기제에의한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한 팀 해체 모형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모형을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실험한내용을설명하며, 5절에서는실험결과에대

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결론을 내린다.

2. 팀 해체에 영향을 주는 성격 특성 
2.1 Dark Triad

Barrick[13,14]의 연구는개인적인성격이작업의성과

는물론팀활동에영향을주는것을밝힌바있다. 만일

어떤사람이보통사람들과확연히구분되는성격의소유

자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자율적인 팀 형성의 경우 처음부터

팀원으로 영입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팀원의

성격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처음부터 배척되는 극단

적 성격을 다루기보다는 이미 구성된 팀의 원활한 운영

을 해치는 독소적인 성격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의성격은크게밝은면과어두운면으로나눌수

있지만 이러한 면들이 항상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명확하게나누어지는것은아니다[15]. 하지만최

근심리학자들은조직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

로판단되는인간성격의어두운측면중공통적인부분

을 추려내어 ‘어둠의 3요소’(DT: Dark Triad)로 명명하

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16,17].

DT는나르시시즘(Narcissism), 마키아벨리즘(Machi-

avellianism), 그리고사이코패스(Psychopathy)를일컫는

데이들은임상적증상으로표출되는병적인레벨이라기

보다는개인의내재된성향으로서존재하는경우를상정

한다. 즉, 조직내인간관계등에서나타나는어두운성격

적 특성(Dark Personality Traits)을 표현하고자 함이며

이들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18-20].

나르시시즘은다른사람을평가절하하며자신은부풀

리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종종 이기적이고 자만심이 강

하며, 오만하고, 허영기있으며, 동정심이부족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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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마키아벨리즘은 냉소적이며 염세적인 한편 냉정하면

서도 실용적인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이중적이며 남을

조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감정과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사이코패스는스릴을추구하고냉정하며반사회적행

동 성향을 갖기 때문에 동정심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

지 않고, 교활하면서도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

인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이코패스는 범죄적 폭력과 관

련된 사이코패스와는 구분된다.

DT는정신병적이거나치명적인성격결함이라기보다

는 누구나가 조금씩은 갖고 있을 법한 성향으로, DT의

소유자를 대면했을 때의 첫 인상으로는 매력적일 수도

있고또한다른사람에비해돋보일수도있으므로인간

관계의 초기단계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21,22]. 하지만 상호적 관

계가지속될경우시간이경과하면서 DT의부정적성격

요소가서서히표출되기시작하여서로의관계에독소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20,23]. DT의 소유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혹은스스로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멀어지

는경우가흔히발생하므로, 본연구에서는팀원이 DT를

갖는 경우 팀의 조화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유발하여 팀 해체의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2.2 Agency and Communion
Baken[24]은 개인 성격의 특성을 독자성(Agency)과

융화성(Communion)의 두 가지차원으로구분하여제시

하고있는데최근심리학에서는널리알려진 “Big Five”

모형과 더불어 “Big Two”라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독자성은남들과구분되는개인으로서의독립성을의

미하고, 융화성은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및 사회와의 관

계성을 의미한다. 독자성의 특징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자기주장을 확고히 하며 자신의 성취와 능력

및 권력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드러나는 반면, 융화성은

다른사람들과친근한관계를맺고협력하며동화되려는

노력으로 드러난다[25].

Rauthmann[20]은 DT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독자성과 낮은 융화성을 보이고, 남들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어서다른사람들을독자성과융화성이낮은것

으로판단한다. DT의소유자를바라보는다른사람들또

한 DT의소유자는사람들과의관계에있어적대적인면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독자성은 높지

만 융화성은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2.3 DT와 Communion의 조합
본연구에서는부정적요소로서 DT를, 긍정적요소로

서 Big Two에서의융화성(Communion)을도입하여 DT

와융화성과의관계를바탕으로한팀해체모형을구성

하였다. 특정한팀이형성되었을때만일 DT의소유자가

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팀의 형성 초기에는 팀원

간의관계에 DT가큰영향을미치지않지만시간이흐름

에따라서서히 DT의부정적인요소가드러남으로인해

팀원 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DT로

인한팀원간불협화음의발현은팀이해체될수있는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다만 불협화음의 발현이 팀의

해체로까지이르는가의여부는팀원간융화성의정도와

관련이있다. 즉, 불협화음이발현되었다하더라도융화성

이높은팀원들이존재하는경우팀이해체되는것을어

느정도 제어할수 있으므로팀의 해체여부는 DT의 영

향과 융화성의 영향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힘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팀

해체프로세스를모형화하고이를에이전트기반의시뮬

레이션을 통해 모의 실험하였다.

3. 팀의 해체 모형
3.1 모형의 개괄
본모형에서팀해체여부는팀의활동기간내에서판

단하는것으로하였다. 즉, 모형에의해팀의해체에이르

는시점이계산되고이시점이팀의활동기간내에발생

하는경우팀이해체되는것으로본다. 이때팀의활동기

간이란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T)이며 이는

관찰대상이되는전체인원및각팀을구성하는팀원의

명 수 등과 함께 주어지는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팀의해체여부는팀내 DT를갖는팀원수에따른영

향과각팀원간융화성과의관계로부터결정된다. DT의

소유자가 팀 내에 소속되어 있다면 팀에 부정적인 영향

을미치기시작하는데팀의활동초기단계에서는그영

향이미미하다. 하지만시간이경과함에따라 DT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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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시

점을 DT의 발현시점으로 보았다. 일단 DT에 의해 불협

화음이발현되면팀해체의가능성이발생하므로이때는

팀내융화성이어느정도영향을주는가에따라팀의해

체 기간이 정해진다.

팀 내 불협화음이 발현하는 시점과 융화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기울기에 의해 결정되는 해체 시점을 그

림으로표현한것이 [Fig. 1]에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1)

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 T 내에 팀의 해체가 발생하

는반면, (2)는 기울기가 (1)보다작아 T 기간내에 팀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Fig. 1] Manifesting and Dissolution Points

3.2 팀의 해체 시점 
DT의 발현시점은 팀내에 존재하는 DT 소유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팀 내 DT 소유자의 존재 여부

는 물론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DT의 발현시점과

관련이있다는전제하에이를모형에도입하기위해 DT

의영향을독성지표(toxic indicator)로명명하고그값을

나타내는 α(alpha)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한다.

팀원의수
팀내소유자의수

 ≤≤

만일 팀 내 DT의 소유자가 아무도 없다면 α의 값은

0되며 모두 DT 소유자라면 1이 된다. α가 0 인 경우 팀

내 불협화음이 발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DT의

발현시점또한프로젝트기간 T내에서는발생하지않는

다. 이 경우 프로젝트 기간 동안 팀이 해체되지 않고 유

지되므로 발현시점을 프로젝트의 만료시점인 T로 둔다.

대학의교과에서수년간프로젝트를지도하면서관찰

한바에의하면 5명팀의경우평균적으로팀내어느한

명이 DT의성질을보일때그팀에서는프로젝트의중간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α가 0.2(=1/5)일때발현시점이 T/2가 되는것을의

미한다. 또한 α가 1이라는 것은 팀원 모두가 DT의 소유

자라는 의미이므로 팀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문제를 드

러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발현

시점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α의값에의해일단팀내불협화음이발생한경

우팀원들의융화성이어느정도인가에따라 [Fig 1]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θ의 값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관계를나타내기위해융화성지표(communion indicator)

인 β(bet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팀원의수
각팀원의융화성의값

 ≤

β는팀원의융화성에대한평균값을의미한다. 융화성

은 DT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개인이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성격으로 융화성이 최소인 경우 0, 융화성이 최

대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극단

적으로팀원모두의융화성이최소라면팀원의융화성에

대한평균값(β)은 0 이 되어, 이러한경우에는팀내 DT

의소유자에의해불협화음이발생한경우바로그시점

에서 팀이 해체된다고 보았다.

한편 또 다른 극단적인 예로는 모든 팀원의 융화성이

1의값을갖게되는경우를들수있다. 이는 β가 1이 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는 비록 프로젝트 기간 T 내에

DT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팀이 해체되지 않음을 가정

할수있다. 이것은이론적으로는 [Fig. 1]에서직선의기

울기인 θ가 0이 됨으로써 해체에 이르는 시점이 무한대

가 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팀내융화성이평균수준(β = 0.5) 이상인경우비록 DT

가 중간 시점인 T/2에 발현되었더라도 나머지 프로젝트

기간인 T/2를 무사히 넘겨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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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조건들을만족하는 DT의발현시점이후프로

젝트 팀의 존속기간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팀의해체시점은주어진 T에대해독성지표인

α가 반영되는 (eq. 1)과 융화성지표인 β를 반영하는 (eq.

2)를 합하여 (eq. 3)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eq. 3)로부터 산출된 값이 프로젝트의 기간인 T보다

클경우팀은해체되지않으며, T보다작을경우팀이해

체된다. 따라서팀의해체여부는독성지표와융화성지표

값에의해결정되며이들 α와 β값의변화에따른함수값

의 변화는 [Fig. 2]와 같이 나타난다.

[Fig. 2] Variation in Function Values 

4.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은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주어진 인원으

로부터 자율적으로 팀 형성을 수행하고,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형성된 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팀의

성격구성에따라팀해체여부가판단되는과정을총체

적으로 모사한다. 에이전트로 표현되는 개체는 각 개인

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우선 프로그램은

전체 인원만큼 개체를 발생시키고 각 개체에 성격 요소

인 DT의 소유 여부와 융화성 값을 무작위로 부여한다.

각개체는허용가능한최대팀원수에따라팀을형성하

게되는데, 예를들어최대팀원수를 5로지정하면적게

는 2명에서많게는 5명의팀이형성된다(팀형성에관한

시뮬레이션의 상세한 내용은 Yee[9]를 참조).

초기에 구성된 팀 수는 기록하여 추후 팀들이 프로젝

트를 완료한 시점에서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팀 수와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일단 팀 구성이 완료되면 각 개체

의 DT 소유 여부와 무작위로 부여된 융화성 값에 따라

각팀의독성지표와융화성지표를계산하고이를이용하

여 예상되는 팀 해체시기를 (eq. 3)에 의해 산출한다. 형

성된 팀은 주어진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팀 해체 여부가 결정된다.

시뮬레이션은팀형성을위한시간과팀형성이후프

로젝트 수행에 소요된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종료된다.

종료시점에는 어떤 팀들이 해체되었는지 등을 기록하여

분석에 사용하는데, 해체된 팀 수, 팀 해체 후 팀에 소속

되지 않은 인원수, 해체되지 않고 남은 팀이지만 아직

DT의 소유자가 있는 팀의 수, 해체되지 않고 남은 팀과

Variables Specifications

Global inpu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set by the model user for a simulation run

Number of students Total number of students considered. A value between [30-70] can be selected.

Max member number Maximum size of a team. The students can build a team up to this value. A value between [2-5]
can be selected.

Ratio of DT The ratio of the students having DT in a team. A value between [0-0.3] can be selected.

Selected global output variables Response variables obtained during or after a simulation run

Number of teams at start The number of teams built after the team formation process

Number of teams at end The number of teams remained at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Mean communion value of
un-dissolved teams

Mean value of communion values of team members for the un-dissolved teams at the end of the
project

Number of dissolution The number of dissolved teams counted at the end of the project

<Table 1> Input and Output Variables of Agent-Based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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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팀 각각의 융화성의 평균값 등을 파악한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NetLogo(ver.6.0.2)[26]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하였는데, <Table 1>에 프로그램에

사용한 주요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요약정리 하였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찰 대상이 되는 인원

수, 각 팀의 인원수 제한 값, DT 소유자의 비율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입력변수 조합에 대해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 해당 출력변수 값을 산

출하게된다. 인터페이스를통해팀형성과해체과정그

리고각단계별과정에서변화하는변수값들또한관찰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은 [Fig. 3]과 같다.

[Fig. 3] Screen Shot of Simulation Interface 

4.2 모의실험
학생들의 팀 결성 및 해체 과정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모사될수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입력변수의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고 각 입력

변수의 조합에 따른 출력 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인원수는 30명에서 70명까지 10명씩변화하도록

하였다. DT 소유자의 비율은 0에서부터 0.3까지 0.05씩

변화하도록하였고, 팀크기의제한인원은 2명에서부터 5

명까지 1명씩 변화시키면서 관찰하였다. <Table 2>에

이들 제어변수 값의 범위를 정리하였다.

각 입력변수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되

프로그램이무작위로발생시키는난수값의변동을고려

하여각조합에대해 30번씩반복수행을실시하였다. 따

라서 총 수행 횟수는 4,200(=5×7×4×30)회가 된다. 어느

한변수의분석을위한데이터는다른변수의모든변화

범위를 대상으로 취합되었다. 예를 들어 팀의 제한 인원

조건 각각에 대해 전체 인원수의 변화가 5번 있고, DT

소유자의 비율 변화가 7번 있으며 이를 모두 30번 반복

수행하게 되므로 하나의 제한 조건에 대해 모두 1,050개

의 샘플을 얻을 수 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이 샘플

들의평균값을통해얻어지므로분석결과에대한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팀 해체 행동 분석 
5.1 전체 인원수의 변화에 따른 해체율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인원의 변화와 팀 해체율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팀 해체율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얻

어지는 산출 값 중 하나인 해체된 팀 수로부터 구한다.

즉, 해체율은해체팀수를초기팀수로나눈 값으로초

기팀수는전체인원과팀의최대허용인원수와의관계

로부터 프로그램의 팀의 형성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분석한 결과가 [Fig. 4 (a)]에 나타나 있다. 그림

은 반복실행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의 평균값과 95%

의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팀 해체율이 전체 인원

의 증감과는 관계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SPSS

를통한통계분석에서도확인되는데, 분산분석(ANOVA)

결과유의수준 5%에서 p-value가 0.821로서인원수의변

화에 의한 해체율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5.2 팀 인원 제한의 변화에 따른 해체율
팀원 수에 대한 제한은 형성되는 팀의 수를 변화시키

므로 팀 인원의 제한 값을 변화시키면서 해체율의 변화

를 관찰하여 [Fig. 4 (b)]에 나타내었다. 이들 간에 차이

가 없다는 가정 하에 SPSS를 통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p-value가 0.000이므로팀인원수의제한은

해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검정을

위한 Scheffe의분석에의하면제한인원이 2명일때해체

율이 가장 낮고, 3명 혹은 4명일 때가 그 다음이며, 4명

혹은 5명일 때가 가장해체율이높은 세 개의부 집단으

로 구분되었다. 이는 팀의 크기가 클수록 DT를 소유한

Variable Minimum Increment Maximum

Number of Students 30 10 70

Max Size of a Team 2 1 5

DT ratio 0 0.05 0.3

<Table 2> Range of Input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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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포함될확률이높아지므로해체율이증가하는것

으로 해석된다.

5.3 DT 비율의 변화에 따른 해체율
전체인원에서 DT의비율이높을수록해체율이높아

질것이라는것은쉽게예상할수있다. 시뮬레이션을통

해 나타난 결과는 [Fig. 4 (c)]와 같이 예상한 바와 같다.

즉, DT 비율의 변화에 따른 해체율의 분포가 95% 신뢰

구간을그렸을때완벽히겹치는부분이없는것으로나

타나 DT비율의증가는해체율의증가에직접적으로영

향을미침을알수있다. SPSS를통한상관분석결과또

한 유의수준 1%에서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80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5.4 융화성이 팀 해체 여부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원래의 팀

을그대로유지하는팀들은비록 DT소유자가팀에있다

하더라도 융화성이 높아 해체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 생

각할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해체되지않은팀들의

융화성의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DT의 비

율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Fig. 5]에 나타나 있다.

SPSS를 통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p-value가 0.000로 나와 DT의 비율에 따라 해체되지 않

은 팀들의 융화성 값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후검정을 통한 Scheffe의 동일 집단군 분석에 의하면

DT의 비율이 0.00 과 0.05, 0.10과 0.15, 0.15와 0.20, 0.25

와 0.30등네개의부집단으로구분되어 DT비율의증가

에따라융화성값이증가함을알수있었다. 이는 DT의

비율이높아팀내 DT의소유자가많아질수록융화성값

이 큰 팀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체된 팀의 융화성 값을 DT 비율의 변화에 따

라분석한결과, 유의수준 5%에서분산분석의 p-value값

이 0.239로 나와 해체된 팀은 DT 비율의 변화와는 무관

하게서로유사한융화성을지닌다는것을알수있었다.

[Fig. 5] Mean Communion Value of Un-dissolved 
Teams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과에서의 팀 활동 중 프로젝트

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팀이 해체되는 경우를 분석하

기위해팀원의성격에바탕을둔팀해체모형을제안하

였다. 제안된 팀 해체 모형은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

션을통해모의실험을하였고실험결과를통해팀의해

체와 관련된 행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a) Over Number of Student (b) Over Max Team Size (c) Over Dark Triad Ratio

[Fig. 4] Variation in Dissolution Ratio over Input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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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해체모형구성을위한팀원의성격요인으로는팀

해체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팀원의 DT(Dark

Triad) 소유여부와 DT에의해팀해체의가능성이발현

되더라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성격 요인으로서 융화성

(Commun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팀의 해체 여부

는 DT에의해발생하는독소(toxic)지표와각팀원의융

화성에 의해 산출되는 융화성지표와의 관계로부터 결정

되는 것으로 하였다.

모형이 실제적인 팀 형성과 해체과정을 묘사할 수 있

음을확인하기위해 NetLogo를이용하여에이전트기반

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의실험을 수행하

였다. 모의실험의입력으로는전체팀원의수, 팀의최대

허용 크기, 그리고 DT 소유자의 비율이 적용되었고, 이

에 대한 시뮬레이션 출력으로는 팀이 형성되었을 때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의 팀 수, 그로부터 계산된 해체된

팀의 수, 해체된 팀과 해체되지 않고 남은 팀 각각에 대

한 융화성의 평균값 등이 관찰되고 분석되었다.

모의실험 결과 전체 인원수의 변화는 팀 해체율에 영

향을주지않는반면팀크기의 제한과 DT의비율은 해

체율에영향을주어팀크기가클수록해체율이높고 DT

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프로젝트완료후에도해체되지않고남은팀의

융화성평균은 DT의비율이높을수록크게나타나비록

DT에의해팀의해체위기가닥치더라도팀원의강한융

화성에의해팀해체를방어할수있음을관찰할수있었

다. 한편 해체된 팀의 경우 융화성이 DT의 비율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의실험을 통한 모형의 검

증결과는 팀 프로젝트가 포함된 교과에서 팀 활동을 지

도할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팀 구성과해체가학생의자율에맡겨지는경우

팀원중 DT의성격을소유한학생은팀이프로젝트를완

료하기 전에 팀이 해체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한다. DT

의 성격은 초기에는 다른 팀원을 주도하는 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팀의화합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으므로

팀활동을예의주시하여 DT의성격과관련된양상이발

견되는경우적절한개입에의해팀이해체되지않고프

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둘째, 팀 구성의크기는프로젝트의내용에따라달라

질수 있지만팀의 제한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DT의 특

성을나타내는학생들끼리는가능한같은팀에소속되지

않도록 관찰·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록 DT를소유한학생이팀원으로있다하더라

도팀내의융화성이높은경우팀의해체에는이르지않

을수있다. 따라서팀원의화합과융화의중요성을강조

하고 교육함으로써 프로젝트 완료 전에 팀이 해체될 가

능성을줄이고팀해체로인해학생들이받을수있는부

정적인 경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팀 해체 모형은 추후 팀 활동

에 관한 연구에 유효하게 응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에이전트기반시뮬레이션의적용은학생들의팀활동을

지도하고지원하는실용적인방법론이되리라기대한다.

하지만본연구에서팀해체모형을위해유도된함수

의매개변수값은저자의팀활동지도경험에바탕을두

고있으므로추후보다많은실험에의해검증되고보완

될필요가있다. 또한 DT의성격요인은팀해체에영향

을주는요소이긴하나오히려팀형성의단계에서는매

력적인요소로작용하여팀형성기간을줄이는데도움

을줄가능성도있다. 따라서이러한복합적인관점을고

려한 확장 모형의 개발이 후속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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