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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유형은 

‘방어적 참여형’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선호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제2유형은 ‘관계적 공유형’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에 긍정적이며,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맺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제3유형은 ‘적극적 성과형’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성을 보여준다. 제4유형은 

‘선택적 갈등 회피형’으로 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의 팀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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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 습득 또한 중요하지만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학습 능력 등과 같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 2008: 

252). 이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에서도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하여 학습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수

법들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실제의 문제를 접하고 팀을 이뤄 같이 배운 지식

을 활용하여 협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팀 프로젝

트 기반 수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박민정, 2007: 

265; 정은숙, 2018: 772).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서 기계적인 주입식 교

육과 추상적 지식 습득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학습과 심도 깊은 사고 과정을 가능

하게 한다(양영선, 허희옥, 2018: 199). 집단 활동은 개인 

활동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서 뛰어난 효율성과 효

과성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의 만족감과 자신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이유미, 2015: 597).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학습 과정을 거치

며 지식획득은 물론, 의견의 충돌과 합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팀 리더의 

리더십과 팀원들의 팔로워십, 팀원들간의 역할 조율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준다(강경리, 2018: 386; 박성재, 2013: 400; Savery, J. 

R, 2015: 6).

하지만 팀 프로젝트 수업은 긍정적인 효과들뿐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갖고 있다. 일부 팀원의 무임승차행

위는 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부정적 문제이며 또한 다른 

팀원들에 비해 자신의 역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저하문제나, 불균등한 참여기회, 결과에 대한 

다른 기대치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점도 가지

고 있다(문지윤, 신태섭, 2015: 42; 이지현, 2019: 7; 조성

범, 배상훈, 2020: 153; Kerr, 1983: 819-820). 이런 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우리 주변에

서 쉽게 희화화 되어 소비되고 있으며, 팀 프로젝트 수업

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문제점에 대해 느끼며 팀 프로젝

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수강신청 시 팀 프로젝트

가 있는 강의를 회피하기도 한다(이혜정, 2019: 1070; 한

희정, 이의용, 2015: 3).

팀 프로젝트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직접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습자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살

펴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팀 프로젝

트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대부

분은 팀 프로젝트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론적인 부분에서 연구되어 왔다.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인식연구로는 한희정, 이의용(2015)이 팀 프로젝트 경험

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이유미(2015)가 설문조사를 통해 팀 프로젝트에

서 학생들의 갈등관리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하지

만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인식을 유형화하여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이성룡(2013 : 81-82)은 팀 프로젝트 수업에서 팀원들의 

성격유형 특성에 따라 팀 프로젝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팀 프로젝트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인식유형을 밝혀내

는 것은 학습자들의 유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이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팀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대학수업에서 진행하

는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중 진행되는 조별활동

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

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인식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와 그 유형을 나눠서 조사해보기 

위해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방법론은 1953년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 1902-1989)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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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안했으며 정치학과 스티브 브라운(Steve Brown) 교

수와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신문방송학과 

장원호 교수에 의해 발전된 연구방법이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참조적 주관성(operant or self-referent 

subjectivity)을 분석하는 양적인 방법인 동시에 질적인 

방법론이다(길병옥, 이소희, 이송이, 정희정, 2020: 17).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하고 유형화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Q방법론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사

하여 Q모집단을 만들고 연구 내용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얻거나, 기존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고 검토를 통해 

Q표본을 선정한다. 이후 P표본이라는 대상자들을 선정하

여, 일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통해 Q문항을 

분류하고 이 분류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Z 점수로 환산

한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P표본을 유형화하여 Q요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2.1 Q 표본

본 연구에서 Q 표본은 현직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진술문은 대학생들이 조별과제를 경험해 봄으로써 

느낀 전반적인 인식들과 가치관 및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팀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해 본 3명

의 대학생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D대학의 교양과목

을 수강하는 105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밖에도 대학생들만 사용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대학생들

의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대학생들의 팀 프로

젝트에 대한 인식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총 74개의 진

술문으로 이루어진 Q모집단을 만들었다. 이후 연구자 2명

이 Q모집단을 검토하였다. 또한 Q방법론을 알고 있는 석박

사 과정 학생 두 명에게 진술문을 검토 받고, 의미가 중복되

는 문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진술문들을 중

심으로 <표 1>과 같은 40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

2.2 P 표본

본 연구의 P 표본은 <표 2>와 같이 총 29명이며 팀 

프로젝트 과제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 대면수업 및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못했을 1학년 학생은 표본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P표본은 목적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번호 진술문

Q1 팀플은 교수님들이 대형 강의를 용이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Q2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3 팀플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

Q4 학생들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Q5 팀플의 점수는 발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Q6 사회생활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Q7 SNS에서 팀플의 이미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준다.

Q8 각자 점수에 대한 기대수준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

Q9 친구들과 팀플 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한다.

Q10 팀플을 할 때, 팀원 수에 비례하여 갈등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Q11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Q1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Q13 팀플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날 때는 팀원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때이다.

Q14 양이 엄청 많은 개인과제를 하는 것 같다.

Q15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

Q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Q17 팀플을 할 때, 팀원들에 대한 걱정보다 그 과제의 난이도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Q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Q19 팀플 발표에 대한 공격적인 피드백이 두렵다.

Q20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향상된다.

Q21 팀플의 주제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면 하기가 싫다.

Q22 팀플의 의도는 좋으나 노력과 상관없이 팀원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싫다.

Q23 팀플할 때, 발표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

Q24 내 점수가 깎이더라도 프리라이더의 이름을 빼야한다.

Q25 팀원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Q26 팀플을 통해 새로운 학우들과 만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나까지 실력

이 늘 수 있다.

Q27 팀의 분위기보다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28 팀플의 결과는 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뀐다.

Q29 학번이 높은 학생들이 팀장을 맞는 것은 부당하다.

Q30 팀이 짜이게 되면, 문제해결보단 먼저 그 팀원들과 어떻게 친해질 지부터 

생각한다.

Q31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Q32 협동과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Q33 팀플을 할 때 내 파트에 대해 팀원들(타인)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Q34 팀 프로젝트지만 조직의 결속력 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Q35 팀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잘 참여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Q36 팀플 회의 시 비대면보단 대면을 선호한다.

Q37 팀플을 할 때, 타전공학생들을 만나서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다.

Q38 팀장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팀장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편이다.

Q39 팀원을 교수님이 짜주시는 게 편하다.

Q40 팀플은 외향적인 학생에게 더 맞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표 1> Q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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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29명으로 구성했다. 

Q-sorting에 참여해준 P표본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알렸

으며 참여하는 것에 동의서를 받고 감사의 뜻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3 Q 분류과정과 방법

본 연구의 Q분류는 Q표본으로 선정된 40개의 진술문 

카드를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카드를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방법(forced distribution)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표 3>과 같이 가장 긍정(+11)에서 

가장 부정(+1)의 11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Q분류를 진행시에는 가장 부정(+1)하는 카드를 2개부

터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 카드(+6) 6개, 가장 긍정(+11)하

는 카드 2개로 배치하여, 각 카드마다의 차등을 두었다. 

이를 점수화하여 코딩하였고, 결과산출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 각 유형은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여 유형별 Z-score

가 ± 1 이상인 진술문을 이용하였다. 또한 Q분류를 진행

할 때, 가장 긍정의 문항 2개와 가장 부정의 문항 2개에 

대해서 각각 왜 그 진술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여 해석을 할 때 참고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결과분석

QUAN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산출하였을 

때, 연구결과는 <표 4>와 같이 총 네 가지의 유형이 도출

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은 1유형이 7.9812, 2유형이 

3.5876, 3유형이 2.0074, 4유형이 1.6744이며, 누적변량은 

.5259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 보여주듯이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요인을 발견

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은 .285, 제1유형

과 제3유형은 .268, 제1유형과 제4유형은 .544, 제2유형과 

제3유형은 .247, 제2유형과 제4유형은 .214, 제3유형과 

4유형은 .314로 나타났다.

ID 성별 학과 학년 ID 성별 학과 학년

P1 남 법학과 2 P16 남 법학과 4

P2 남 법학과 3 P17 남 법학과 4

P3 여 경제학과 2 P18 여 법학과 3

P4 남 교육학과 3 P19 남 멀티미디어공학과 3

P5 여 경영학과 4 P20 남 법학과 3

P6 여 법학과 3 P21 남 디지털콘텐츠학과 4

P7 남 수학과 3 P22 여 경영학과 2

P8 여 법학과 2 P23 여 법학과 4

P9 남 법학과 4 P24 남 전자전기공학부 4

P10 여 경영학과 4 P25 여 법학과 3

P11 남 수학과 4 P26 남 체육교육학과 3

P12 남 법학과 3 P27 여 경찰행정학과 4

P13 남 전자전기공학부 3 P28 여 한국화전공 3

P14 남 화학공학과 3 P29 여 법학과 3

P15 남 법학과 4

<표 2> P표본

진술문항수 2 3 3 4 5 6 5 4 3 3 2

점수
-5

(+1)

-4

(+2)

-3

(+3)

-2

(+4)

-1

(+5)

0

(+6)

+1

(+7)

+2

(+8)

+3

(+9)

+4

(+10)

+5

(+11)

<표 3> Q분류 분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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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인자가중치는 <표 6> 과 같다. 유형 1은 

P25가 2.2256, 유형 2는 P21이 2.0163, 유형 3은 P17이 

3.3967, 유형 4는 P22가 1.6640으로 가장 높은 인자가중

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2 대학생의 팀 프로젝트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유형 

특성

3.2.1 유형 1: 방어적 참여형

유형 1은 팀 프로젝트 수업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그래

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참여하려

는 특성을 반영하여 ‘방어적 참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내용/유형 Ⅰ Ⅱ Ⅲ Ⅳ

CHOSEN EIGENVALUES 7.9812 3.5876 2.0074 1.6744

TOTAL VARIANCE .2752 .1237 .0692 .0577

CUMULATIVE .2752 .3989 .4681 .5259

SOLUTION VARIANCE .5233 .2352 .1316 .1098

CUMULATIVE .5233 .7586 .8902 1.0000

<표 4> 4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겐 값과 설명변량

내용/유형 Ⅰ Ⅱ Ⅲ Ⅳ

Ⅰ 1.000

Ⅱ .285 1.000

Ⅲ .268 .247 1.000

Ⅳ .544 .214 .314 1.000

<표 5> 각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 1(N=7) 유형 2(N=6)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P4 .4983 P8 .7529

P12 .5998 P11 1.9081

P10 .8634 P13 1.2933

P15 .7277 P16 .7069

P25 2.2256 P21 2.0163

P26 .7762 P24 .6387

P28 .9518

유형 3(N=5) 유형 4(N=11)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P2 1.0915 P1 .4278

P17 3.3967 P3 1.2139

P19 .6879 P5 .6766

P20 .9764 P6 .4914

P29 .5971 P7 .3796

P9 1.2419

P14 .6126

P18 .6156

P22 1.6640

P23 1.3840

P27 1.0381

<표 6> 4가지 유형별 사람과 인자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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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나타나듯이 이 유형은 Q31의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z=2.14)’

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그와 반대로 Q18의 

‘팀 프로젝트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z=-1.99)’에 가장 강한 비동

의를 보였다.

1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25의 경우 

Q31과 Q22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각각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파트를 잘 하지 못 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해야 함으로 고생한다’와 ‘노력정

도에 맞는 평가지표가 없어 팀 프로젝트의 문제인 프리라

이더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는 Q35에 대한 이유로 ‘팀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

여가 없을 때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였다. 하지

만 ‘동기부여가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내지 않아서 다른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프리라이더를 싫어하며 본인 또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형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22의 ‘팀플의 의도는 

좋으나 노력과 상관없이 팀원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싫다(d=1.95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0의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는다(d=-1.843)’이다. 이들은 팀 프로젝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질적

으로 팀원이라는 변수가 팀 프로젝트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이유로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1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2.14

22 팀플의 의도는 좋으나 노력과 상관없이 팀원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싫다. 2.00

2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76

36 팀플 회의 시 비대면보단 대면을 선호한다. 1.43

40 팀플은 외향적인 학생에게 더 맞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1.40

3 팀플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 1.23

20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향상된다. -1.14

28 팀플의 결과는 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뀐다. -1.36

11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1.45

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1.60

35 팀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잘 참여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1.86

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1.99

<표 7>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AVERAGE Z DIFF.

22 팀플의 의도는 좋으나 노력과 상관없이 팀원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싫다. 1.995 .045 1.951

14 양이 엄청 많은 개인과제를 하는 것 같다. .986 -.687 1.674

2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763 .273 1.491

40 팀플은 외향적인 학생에게 더 맞는 과제라 생각하여 불평등하다. 1.398 -.041 1.439

31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2.141 .746 1.395

3 팀플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 1.228 .077 1.151

8 각자 점수에 대한 기대수준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 -.437 .591 -1.028

5 팀플의 점수는 발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383 .676 -1.059

28 팀플의 결과는 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뀐다. -1.357 .466 -1.824

20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는다. -1.139 .704 -1.843

<표 8> 유형1 에서 타 유형의 평균보다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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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형 2: 관계적 공유형

유형 2는 팀 프로젝트의 의미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하는데 초점을 두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계적 공유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Q12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Z=2.10)’에 가장 강

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이와 반대로 Q11의 ‘팀원들은 어

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

게 얘기한다(z=-2.13)’에서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유형 2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21의 경우 

Q12를 가장 동의하는 문항 중 하나로 뽑았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다양한 학과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시도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그 인연을 이어나가 추후 다른 프로젝

트를 진행할 때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말하였다. 

또 Q35의 문항에 관해서는 가장 비동의하는 문항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단 한 번도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재미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모든 팀 프로젝트에서 

다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Q분류 결과를 

볼 때, 유형 2는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팀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2.10

25 팀원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1.46

36 팀플 회의 시 비대면보단 대면을 선호한다. 1.41

26 팀플을 통해 새로운 학우들과 만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나까지 실력이 늘 수 있다. 1.29

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1.26

32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23

20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는다. 1.14

15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 1.08

33 팀플을 할 때 내 파트에 대해 팀원들(타인)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1.08

38 팀장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팀장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편이다. -1.00

4 학생들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1.16

19 팀플 발표에 대한 공격적인 피드백이 두렵다. -1.32

10 팀플을 할 때, 팀원 수에 비례하여 갈등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1.41

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1.87

35 팀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잘 참여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1.90

11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2.13

<표 9>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AVERAGE Z DIFF.

1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2.102 -.767 2.870

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1.260 -.880 2.140

15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 1.078 -.353 1.431

26 팀플을 통해 새로운 학우들과 만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나까지 실력이 늘 수 있다. 1.293 -.131 1.425

20 팀플의 결과물을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어 내 지식과 실력이 향상된다. 1.139 -.056 1.195

37 팀플을 할 때, 타전공학생들을 만나서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다. .499 -.605 1.104

3 팀플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 -.464 .641 -1.105

19 팀플 발표에 대한 공격적인 피드백이 두렵다. -1.318 -.066 -1.252

34 팀 프로젝트지만 조직의 결속력 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831 .423 -1.254

31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148 1.410 -1.262

27 팀의 분위기보다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85 .818 -1.303

10 팀플을 할 때, 팀원 수에 비례하여 갈등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1.411 .036 -1.447

4 학생들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1.161 .495 -1.655

2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44 1.075 -1.719

<표 10> 유형2 에서 타 유형의 평균보다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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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협업능력과 같은 본질적인 팀 프로젝트의 기능뿐만 아니

라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며, 학업적 

성취도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형 2에서 타 유형 평균

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12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d=2.870)’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의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d=-1.719)’이다. 유형 2는 타유

형에 비해 팀 프로젝트의 효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관계나 학업성취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유형 3: 적극적 성과형

유형 3은 팀 프로젝트의 좋은 결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인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특성을 반영

하여 ‘적극적 성과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11>에 나타

나듯이 이 유형은 Q27의 ‘팀의 분위기보다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Z=1.71)’에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그와 반대로 Q18의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

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z=-2.07)’에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3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7은 28번 문항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팀장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

는 경험을 많이 해봤으며, 적극적인 팀장과 그렇지 않은 

팀원이 만날 경우 어떻게든 팀이 굴러가고 과제가 해결이 

번호 진술문 z-score AVERAGE Z DIFF.

23 팀플할 때, 발표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 1.308 -.709 2.017

28 팀플의 결과는 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뀐다. 1.379 -.445 1.824

27 팀의 분위기보다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11 .086 1.625

11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588 -1.834 1.246

10 팀플을 할 때, 팀원 수에 비례하여 갈등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546 -.616 1.162

17 팀플을 할 때, 팀원들에 대한 걱정보다 그 과제의 난이도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917 .174 -1.091

14 양이 엄청 많은 개인과제를 하는 것 같다. -1.275 .066 -1.341

1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1.631 .477 -2.108

15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 -1.715 .578 -2.294

<표 12> 유형3 에서 타유형의 평균보다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7 팀의 분위기보다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1

36 팀플 회의 시 비대면보단 대면을 선호한다. 1.54

31 팀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1.46

28 팀플의 결과는 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뀐다. 1.38

23 팀플할 때, 발표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 1.31

25 팀원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1.24

32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10

13 팀플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날 때는 팀원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때이다. -1.09

1 팀플은 교수들이 대형 강의를 용이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1.15

30 팀이 짜이게 되면, 문제해결보단 먼저 그 팀원들과 어떻게 친해질 지부터 생각한다. -1.17

35 팀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잘 참여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1.25

14 양이 엄청 많은 개인과제를 하는 것 같다. -1.28

38 팀장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팀장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편이다. -1.43

1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1.63

15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 -1.72

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2.07

<표 11>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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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유형 3은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좋은 성적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형 3에서 타 유형 평균

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23의 ‘팀플할 때, 발표

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d=2.017)’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의 ‘팀에 누가 될까봐 부담이 

느껴진다(d=-2.294)’이다. 유형 3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팀을 이끌고 앞장서서 발표를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관계형성이나 협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과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2.4 유형 4: 선택적 갈등 회피형

유형 4는 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서

도 공동작업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갈등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반영하여 ‘선택적 갈등 회피형’이라

고 명명하였다. <표 13>에 나타나듯이 이 유형은 Q32의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

고 생각한다(Z=1.74)’에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그와 반대로 Q11의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

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z=-1.93)’에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유형 4의 인자가

중치가 가장 높은 P22 학생은 Q32에 가장 동의하며 그 

이유가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팀 프로젝트 경험 중 

가장 잘 됐었던 적은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던 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팀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

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적극

적으로 역할을 나누지는 않지만 역할이 공평하다고 인식

되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형 4에서 타 유형 평균

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19의 ‘팀플 발표에 

대한 공격적인 피드백이 두렵다(d=1.525)’이고, 가장 차

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6의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d=-1.733)’이다. 

유형 4는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노력한 결과에 대해 비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동

과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며, 관계나 과제수행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

기 위하여 스스로 일을 맡으려는 특성을 보여준다.

3.3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들을 말한다. 각 유형의 일치항목은 <표 15>

와 같이 총 7개로 나타났다.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2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74

2 팀플의 좋은 의도와 달리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73

25 팀원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1.54

9 친구들과 팀플 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한다. 1.50

5 팀플의 점수는 발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1.31

3 팀플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 1.14

8 각자 점수에 대한 기대수준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 1.04

6 사회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19

23 팀플할 때, 발표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 -1.44

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1.64

30 팀이 짜이게 되면, 문제해결보단 먼저 그 팀원들과 어떻게 친해질 지부터 생각한다. -1.88

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1.91

11 팀원들은 어차피 이후에 안 볼 사람이니 갈등이 있으면 평소보다 심하게 얘기한다. -1.93

<표 13> 유형 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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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 1의 ‘방어적 참여형’, 유형 2의 

‘관계적 공유형’, 유형 3의 ‘적극적 성과형’, 유형 4의 ‘선

택적 갈등 회피형’ 이다.

첫째, 유형 1인 ‘방어적 참여형’은 팀 프로젝트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기가 이에 대한 긍정적

인 영향 때문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

제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Ryan & Dice가 제시한 내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

기 중 외재적 학습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재

적 학습동기를 갖는 타율동기 집단은 내재적 학습동기를 

갖는 자율동기 집단에 비해 학업소진 비율이 높으며, 학업

적 실패내성이 약하다(고홍월, 2012: 126-141). 이에 따라 

유형 1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가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만큼은 잘 처리

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의 역량을 중요시했고 노력의 차등을 두지 않고 

팀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프리라이더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추후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의 집단효능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지윤, 신태섭, 2015 : 55-56). 지속

적으로 프리라이더 문제를 경험하는 1번 유형은 팀 프로

젝트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져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둘째, 유형 2의 ‘관계적 공유형’은 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팀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사람

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유형이

다. 이 유형은 팀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

며. 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팀 프로젝트 내에서 팀워크 역량은 굉장히 중요

한데, 팀워크역량이 높은 학생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

으며 창의적 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배

성아, 옥승용, 노수림, 2019 : 38). 또한 팀의 성과보다는 

팀원 상호 배려하고 화목한 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팀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5 팀원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1.28

32 협동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24

29 학번이 높은 학생들이 팀장을 맞는 것은 부당하다. .60

39 팀원을 교수님이 짜주는 게 편하다. .28

21 팀플의 주제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면 하기가 싫다. -.41

38 팀장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팀장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편이다. -1.02

18 팀플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1.95

<표 15> 각 유형의 일치항목

번호 진술문 z-score AVERAGE Z DIFF.

19 팀플 발표에 대한 공격적인 피드백이 두렵다. .765 -.760 1.525

9 친구들과 팀플 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한다. 1.504 .171 1.333

5 팀플의 점수는 발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1.309 .112 1.197

35 팀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잘 참여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524 -1.667 1.143

26 팀플을 통해 새로운 학우들과 만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나까지 실력이 늘 수 있다. -.579 .493 -1.071

30 팀이 짜이게 되면, 문제해결보단 먼저 그 팀원들과 어떻게 친해질 지부터 생각한다. -1.881 -.774 -1.107

6 사회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194 -.038 -1.156

36 팀플 회의 시 비대면보단 대면을 선호한다. -.124 1.460 -1.584

23 팀플할 때, 발표를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서 좋다. -1.438 .206 -1.643

16 끝나고 나서 개인과제를 한 것 보다 많은 고양감과 뿌듯함을 준다. -1.644 .089 -1.733

<표 14> 유형4에서 타유형의 평균보다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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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한다(이성룡, 2015 : 322).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팀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형 1 ‘방어적 참여형’과 유형 4 ‘선택적 갈등 회피

형’과는 다른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유형 3의 ‘적극적 성과형’은 팀 프로젝트에서 스

스로가 먼저 나서서 이끌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즐기며, 팀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팀장의 역량 비중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유형에서 볼 수 없는 유형 3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하지만 

자칫 팀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 독단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팀 

성과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 중심의 협력 방식으

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팀 리더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면 팀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팀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김소형, 2013 : 94; 이영

미, 2017: 179). 유형 3은 팀 프로젝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리더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형 4의 ‘선택적 갈등 회피형’은 팀 프로젝트의 

의도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팀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별로 원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

라도 갈등을 회피하고자 한다. 또한 팀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에 대한 타인들의 공격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하여 발

표를 하는 등의 나서는 행동을 잘 하진 않지만 팀 프로젝

트의 점수에 발표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갈등을 회피하는 특성은 토마스와 킬만(Thomas & 

Kilmann)이 연구한 갈등을 다루는 사람의 5가지 유형 

중 ‘순응형’으로 볼 수 있다(김정운, 2015 재인용 : 238). 

하지만 토마스 바셰크(Thomas Vasek, 2011/2015)는 오히

려 팀워크는 갈등 속에서 자라난다고 한다. 이에 팀 프로

젝트 수업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들이 오히려 대인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의 장이 될 수 있다

(한희정, 이의용, 2015 재인용 : 24). 그러므로 유형 4는 

팀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

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유형 1 ‘방어적 

참여형’과 유형 4 ‘선택적 갈등 회피형’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팀 프로젝트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단 

개인과제를 선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방어적 참여형’의 경우 팀원의 반응과 관계

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단 팀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마무리 짓는 지가 중요한 반면에 ‘선택적 갈등 회피형’은 

점수와 성과에 대한 열망보단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팀원

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쓰며 갈등상황에 대해선 피하고 

싶어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들과의 유의미한 차이뿐만 아니

라 공통적인 일치항목 또한 나왔는데, 이 중 Q25의 ‘팀원

들끼리 서로 목적이 맞으면 좋은 활동이다’, Q32의 ‘협동

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에서 대학생들은 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의도대로 잘 이루어진다

면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Q18의 ‘팀 프로젝트 중 공동과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란 생각에 방관한다’ 라는 

진술문에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적 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업 경험에 

관한 인식유형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은 각 유형별로 

팀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가 상이하며 공통적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팀 프로젝트 

수업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앎에도 팀 프로젝트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팀 프로젝트 수업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

자들은 학습자들의 각 유형별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수업 전 팀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

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므로 모든 대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인식은 학년, 전공, 팀 프로젝트 

경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프리라이더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모두가 본인은 

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가 프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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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임을 밝히는 학생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적

으로 대학생들의 인구학적 배경과 다양한 경험이 본 연구 

결과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각 유형들이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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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Q-methodology study aimed to garner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team projects in 

schoo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s among the students concerning team projects fell into four separate types 

of students: Type 1 students can be categorized as “defensive participants”. These are students who do not have a positive 

attitude regarding team projects, and yet still show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energetically because the activity was assigned 

to them. Type 2 students may be called “sharing-relationship” students. These ar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making 

new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who think that team projects are meaningful because through such projects they are able 

to learn from other people. Type 3 students are best described as “active achievers”. These are students who perceive that 

getting good results from doing team projects is very important. Finally, we have type 4 students which we named “selective 

conflict avoiders”. These are students who think that they should do hard work to avoid conflicts during team projects, 

even though they do not want to.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basic data set to help develop university students’ 

team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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