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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team diversity 

and team creativity. For this study, 377 mechanical engineering students in engineering design class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cognitive team diversity and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m creativity.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indicated that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further reinforc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team diversity and team creativit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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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현대 조직들은 혁신이라는 과제에 당면해있으며, 제품 혁신

과 성과향상은 조직 성장의 주요인으로 여겨진다(Bharadwaj 

& Menon 2007). 조직의 입장에서는 제품 혁신과 성과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이건창 등, 2010). 팀이 창의성을 가질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제품 개발과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

며, 개인의 창의성보다 팀 창의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다(Sawyer, 1997). 이와 같이 산업장면

에서 팀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에서도 팀 단위 과제활동을 

활용한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김병재, 2001), 공학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의 산물로서 팀 창의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안정호, 임지영, 2014). 

단순한 개인능력의 합을 넘어 팀원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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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조희영, 정경

원, 2006). 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정도와 관련

된 팀 다양성은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팀 구성원들 사이의 인

구통계학적, 사회적, 심리적 속성들이 이질적인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준호 등, 2011). 팀 다양성은 동질적인 구성원으

로 이루어진 집단을 능가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

을 제공한다(전경환, 하동현, 2014). 팀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팀원들의 연령, 성별, 민족, 국적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 요소의 다양함과 관련된 팀 다양성은 팀원들 간에 관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반면, 팀원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얼

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와 관련된 인지적 팀 

다양성(Amason, 1996)은 과제수행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

문에 간혹 과제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팀원

들의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팀의 창의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공도훈, 2015; 박경환, 2005; 이준

호 등, 2011; Liang et al., 2007).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나 변인이다(Shin et al., 2012). 자기효능감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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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Drazin et al., 1999; Shin & Zhou, 2007). 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Bandura, 1997),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은 새롭고 창의적인 과제들에 대해 실패를 두려

워하기보다는 더 도전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창의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Carmeli & Schaubroeck, 

2007; Shin et al., 2014).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를 팀 

차원에서 검증한 연구들은 팀원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팀이 

팀 창의성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팀원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 조직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측면, 새로운 절차

와 탐구, 실험에 도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롭고 유용

한 생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팀 창의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Amabile,1988; Drazin et al., 1999; Gully 

et al., 2002; Shin & Zhou, 2007). 또한 자기효능감의 개념

을 공학설계과정에 적용한 개념인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Carberry et al., 2010)

이 높을수록 공학설계과제를 수행하는 팀들의 팀 창의성 수준

이 높음이 확인되었다(임지영, 2014).

자기효능감이 상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rd, 

1996)는 점을 인지적 팀 다양성이라는 상황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팀원들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갖고 있어 

인지적 팀 다양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팀원들은 “나

는 창의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팀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제

수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팀의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공학설계 

분야에 적용하여 특히 공학설계과제를 수행하는 기계공학전공 공대

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공학

설계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지적 팀 다양성,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팀 창

의성은 상관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2.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팀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새롭고 적절한, 실용적

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지혜, 

2010; 조희영, 정경원, 2006). 팀 창의성은 개인 차원의 창의

성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여러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른 팀

원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김지혜, 

2010). 팀 창의성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팀 창의성이란 

팀원이 협업하여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방법과 관련된 새롭

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hin & 

Zhou, 2007).

2.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다양성은 ‘구성원 개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

로서(김진용, 송찬후, 2014), 이를 팀 맥락에서 살펴보면 ‘팀 

다양성이란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팀원들 사이의 인구통계학

적, 사회적, 심리적 속성들이 이질적인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

다(이준호 등, 2011).

다양성의 구분에 대해 단일화된 기준은 없으나, Jehn과 동료

들(1999)은 팀 다양성을 성별, 나이, 민족과 같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회범주다양성과 팀원들의 지식기반, 견해, 관점의 

차이와 같이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정보다양성으로 구분하기

도 하였다. 사회범주다양성은 팀원들 간에 사회적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반면, 정보다양성은 팀원들

이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를 탐색, 발전시키고 다른 관점에서 

실험해보도록 함으로써 팀의 창의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Jehn et al., 1999; Horwitz & Horwitz, 

2007). 인지적 팀 다양성은 팀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얼마

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Amanson, 1996) 정보다양성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지적 팀 다양성은 팀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다양한 지

식, 기술, 아이디어 및 관점의 비교, 개선, 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하고 문제해결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

다(박경환, 2005; Pelled et al., 1999).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적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연

구개발팀을 대상으로 한 박경환(2005)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팀 다양성이 연구개발을 위한 문제해결안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고 연구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팀을 대상으로 한 이준호 등(2011)의 연구에

서는 인지적 팀 다양성이 높은 경우 특허출원건수로 평가한 팀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도

훈(2015)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팀 다양성은 창의적 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팀을 대상으로 한 Liang 등(2007)의 연구에서는 팀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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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다양성이 팀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공학설계 자기효능감과 팀 창의성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은 목표행동 및 과제 수행과 관

련된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기효능

감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목표수준의 설정, 성취동기, 과제에 

대한 몰입,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 및 실제 성과 등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김미경, 2010).

Carberry 등(2010)은 공학설계분야에 자기효능감 개념을 

적용하여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개념을 제안하고 공학설계 자

기효능감척도를 개발하였다.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공학설계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들, 즉 설계의 필요성 정

의, 가능한 설계방안 개발, 적합한 설계방안 선택, 시안 제작,  

설계에 대한 평가 및 논의, 재설계를 통한 수정 보완과 같은 활

동들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이다. Carberry 등(2010)은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이 공학설계에 대한 동기, 설계 결과에 대

한 긍정적 기대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공학설계 수행에 대

한 불안감과는 부적 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자기

효능감이 창의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남정숙, 2011; Rego et al., 2011). 자기효능감 개념을 

공학설계 분야에 적용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또한 팀 창의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지영, 2014).

4. 인지적 팀 다양성,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및 팀 

창의성의 관계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하는 변인에 대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특히 리더십에 주

목하여 왔다(Sh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팀 수행이나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 중의 하나인 자기효

능감에 주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문제에 직면한 도전적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과제에 집중하는 경향, 

실행의지와 노력, 인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Bandura, 1997), 새로운 정보의 수용과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촉진한다(Brown et al., 2001). 따라서  인지적 팀 다양성이라

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팀원들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견해들을 효과적으로 조

정, 통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지적 팀 다양성을 과제수행

을 위한 가치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인지적 팀 다양성이라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팀

원들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아이디어들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

는 경향이 있어(Staw et al., 1981)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수용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자기 관점

을 고수함으로써 다양한 견해를 가진 팀원들과 시너지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창의성은 다양한 인지적 과정과 강

력한 동기적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Mumford & 

Gustafson, 1988) 고려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팀원들은 

팀의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팀 창의

성을 발현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공학설계

분야에 적용해보면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간의 관계에

서 팀원들의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

라 가정해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가. 인지적 팀 다양성 

인지적 팀 다양성척도는 Van der Vegt와 Janssen(2003)의 

연구에서 인지적 집단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Shin 등(2012)의 연구에서 인

지적 팀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본 연구

에서도 인지적 팀 다양성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구성원들이 과제 관련 지식과 기

술, 사고방식, 견해, 신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7점 

척도(1=“매우 적다”; 7=“매우 많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팀원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각 팀의 인지적 팀 다양성점

수를 산출하였다.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6이었다. 

나. 팀 창의성

팀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Creative Product Semantic 

Scale(CPSS; O’Quin & Besemer, 1999)을 사용하였다. 

CPSS는 창의적 산물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 뿐 아니라 아동과 성인의 문제해결과제에서 도출된 아이

디어의 창의성 평가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CPSS는 독특성, 논리성, 정교함/합성의 3개 하위 척도와 각 

하위척도 당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평범한-독특한, 비논리적인-논리적인”과 같이 대조적

인 의미를 지닌 양극 형용사로 구성되며, 7점 척도 상의 양극

에 위치한 양극 형용사 중 자신의 견해와 더 가까운 쪽으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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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팀원들이 자신의 팀을 제외한 다른 팀의 설계물에 

대해 평가한 점수와 강좌 담당교수가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각 팀의 팀 창의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PSS에 

포함된 3개 하위척도의 명확한 개념 숙지를 바탕으로 한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팀의 설계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특허, 논문, 제품 등에 대한 조사내용, 설계주제와 관련된 이론

적 근거, DFX(Design For X; Huang, 1996)의 적용 정도를 

각 팀별로 발표하게 하였다. CPSS의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79였다. 

다.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척도는 Carberry 등(2010)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개념을 공학설계 분야에 적용하여 개발, 타당화하

였다. Massachusetts주 교육부의 과학기술 및 공학교육과정

체계(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에 제

시된 8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한 공학설계 8단계 과정과 전반

적인 공학설계를 포함한 9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의 과제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 동기, 성공에 대한 확신, 과제

수행 불안을 묻는 4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공학설계 8단계 과정은 설계 요구사항의 정의,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조사, 설계안 개발, 가장 적합한 설계안 선

택, 시안 제작, 설계 시험 및 평가, 논의, 재설계를 포함한다

(Carberry et al., 2010). 각 문항에 대해 0∼100점까지 11

점 척도(0. 10. 20……. 100)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팀원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각 팀의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96

이었다.

2. 연구대상 

A 대학의 공학설계 강좌 시간에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

계공학 전공 공대생 377명(남 355명, 여 22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팀 구성은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하였고, 각 팀은 인원

배정을 고려하여 3∼5명으로 구성하여 총 96개 팀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학년분포는  3학년 203명(54%), 4학년 173명

(46%)이었다. 

3. 자료분석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변인들의 정상분포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절대값이 2이하일 경우 정상분포양상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산출하였다. 둘째, 팀 창의

성과 인지적 팀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회귀계수에 대

한 분산팽창계수를 산출하여 10미만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Neter et al., 19966). 팀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지적 팀 다양성), 2

단계에서 조절변수(공학설계 자기효능감), 3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인지적 팀 다양성*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을 예언변인으로 투

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을 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인지적 팀 다양성)와 조절변수(공

학설계 자기효능감)의 값을 평균 중심화하여 변환한 후 상호작

용 항의 값을 구하였다. 셋째, 조절효과가 확인되면 조절효과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즉, 독립변수(인지적 팀 다양성) 및 조절변수(공학설계 자기효

능감)의 값을 각각 평균이상과 평균 미만의 집단으로 구분하

고, 이 둘을 교차하여 4개의 집단을 만들어서 각 집단의 팀 창

의성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

균 점수는 인지적 팀 다양성 13.95(SD=4.59), 팀 창의성 

70.40(SD=15.51),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2435.31(SD=310.62)

이었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43이하로서 정상분

포양상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 창의성은 인지적 팀 다양성

과 .44(p<.001), 공학설계 자기효능감과 .56(p<.001)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Team Creativity, Cognitive Team 
Diversity and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팀 창의성 인지적 팀 다양성

인지적 팀 다양성 .44***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56*** .29**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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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

팀 창의성에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이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회귀

계수에 대한 분산팽창계수를 산출한 결과 1.10∼1.17 사이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단계에서 인

지적 팀 다양성(β=.44, p<.001)은 팀 창의성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을 투입했을 때, 

팀 창의성 변량을 20% 추가 설명하였고,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β=.4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팀 창의성 변량을  3% 추가 설명하였다. 인지적 팀 다양성

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β=.19, p<.0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Cognitive Team Diversity and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for Team Creativity

예언변수 β R2 R2 변화량 F 

1단계 인지적 팀 다양성 .44*** .19 .19 21.96***

2단계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47*** .39 .20 29.57***

3단계
인지적팀 다양성*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19* .42 .03 22.40***

*p<.05, **p<.01, ***p<.001

Fig. 1 Moderation Effects of Engineering Design Self-efficacy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그래프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팀 다양성

과 팀 창의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창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학설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대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의 역할

과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지적 팀 다양성과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팀 창의성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팀원들의 지식, 기

술, 사고방식, 견해 등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리고 공학설계를 수행하는 데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공도훈, 

2015; 박경환, 2005; 이준호 등, 2011; 임지영, 2014; Liang 

et al., 2007 ). 

둘째,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간의 관계에서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은 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새롭고 

창의적인 과제들에 대해 도전적으로 임함으로써 창의성을 증

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남정숙, 2011; 

Carmeli & Schaubroeck, 2007; Rego et al., 2011). 본 연구

는 이런 측면에서 공학설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들의 

공학설계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인지적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

을 창출하는데 있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음

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공학교육과정의 협동학습에서 팀 창의

성 증진을 위해서 인지적 팀 다양성이라는 팀 구성 측면 뿐 아

니라 팀원들의 공학설계 과제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증진 방

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학설계 자기효능

감 증진 방안으로서 셀프리더십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임지영, 2014).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의 관심분야에 

접목되는 설계과제를 선정하고, 설계과정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는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설계물을 제

작하는 모습을 상상해봄으로써 팀원들이 과제자체에서 즐거움

을 느끼도록 하는 자연적 보상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설계의 하위단계마다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

신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자기보상 전략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는 일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전

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전공별, 성별, 학년별 비교가 가능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팀 단위 설계물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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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팀 창의성을 평가함으로써 팀 창의성의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는 팀 창의성을 이러한 산출물 관점 뿐 아

니라 팀 창의성이 도출되는 과정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준호 등(2011)이 제안한 바와 같이 팀 활동의 초

기 단계(generation)에서는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 발현에 긍

정적일 수 있지만,  팀 활동의 후기 단계(selection)에서는 창

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게 하는 팀 응집성이 팀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팀 활동의 단계에 따른 팀 창의성 증진방

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공도훈, 2015; 박경환, 2005; 이준호 

등, 2011; Liang et al., 2007), 인지적 팀 다양성과 팀 구성원

의 개인 창의성(Shin et al., 2012), 자기효능감과 팀 창의성

(Amabile,1988; Drazin et al., 1999; Gully et al., 2002; 

Shin & Zhou, 2007)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을 확대하고 공학설계 분야와 접목하여 인지적 팀 다양

성, 공학설계 자기효능감, 팀 창의성 간의 관계를 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학교육과정에서 팀 창의성 발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았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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