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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의 Big5 퍼스낼리티 특성과  로

세스  효과성의 계: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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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5 Personalities and Team Processes and Effectiveness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mposition of team member personality character-
istics at the collective level exert influence on team processes and effectiveness variables.
Team member personalities were defined as the Big5 personality dimensions: conscien-
tiousness, agreeableness, emotional stability,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Team composition of member personalities was measured as the mean value of each per-
sonality dimension and the standard deviation represent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team members’ personalities. 

Team process variables consist of perceived diversity, effort, cooperation, cohesiveness,
task conflict, and relational conflict. Selected team effectiveness variables are team sat-
isfaction, learning and growth, and perceived team performance. 

It was hypothesized the mean level of the Big5 personaliti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team process and effectiveness. And the degree of differences in each of
the personality dimension among team members was hypothesiz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eam process and effectivenes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26 students of 112 teams who participated in
the 8 classes at a business school in Seoul, Korea. Analyses of the data showed that
personality variables exerted influence on only a few dependent variables. High extra-
version team showed lessened perceived differences(diversity) among team members, and
enhanced group cohesiveness and team satisfaction.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also lowered perceived differences, but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1)

 * 한국외국어 학교 경 학과 박사과정
** 한국외국어 학교 로벌경 학 교수



96 최 보 인․권 석 균 로벌경 연구

team process and effectiveness variables. Interestingly high level of openness to experi-
ence provoked perceived differences and also task and relational conflicts. The results 
are contradictory to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nd also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s well. Overall, diversity variables rarely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eam process and effectiveness variables.

Ⅰ. 서론

 활동에서  구성원이 어떤 특성

을 가지고 있느냐가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유능한 구성원을 

보유한 이 그 지 않은 에 비해 더 

활성화된  로세스를 보여  것인지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보여  것인지 

등의 문제는 제에서 기본 인 질문 

의 하나이다. 이러한 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집합  이다. 즉  

구성원이 성과창출 는 로세스 활성

화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되는 바람직한 특성을 보유하면 좋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바람직한 

특성이 무엇일까에 해서 집단 연구자

들은 심을 기울여 왔다. 를 들어, 인

지능력, 직무능력, 창의성, 경험, 문제해

결력, 감성지능, 의사소통기술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이  활동과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인 자본 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에서 특유한 가

치를 더 가지는 능력, 태도, 가치와 신념 

등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

는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성  이 있다. 즉,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어떻

게 구성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의 문제이

다. 를 들어 탱크 승무원과 같이 모두

가 긴 한 동과 조정으로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경우에는 능력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높은 수 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수 이 낮다

면  활동과 성과에 큰 부정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Tziner et al., 1985). 

결국  기반의 조직을 운 할 때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확보 는 

육성해야 하는가가 가장 요한 이슈일 

것이다. 한  에서 볼 때 바람직

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해당 특성

을 가진 구성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

는가 역시 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에서 Kearney et al.(2009)은  구

성의 효과를 규명하기 해서는 원 개인

특성의 집합 (평균) 수 과 아울러 구성원

간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다양성 정도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서 퍼스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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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효과에 주목하여 그 집합 (평균) 
특성과 다양성(차이) 정도가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이미  구
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

나 퍼스낼리티 구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구성원들의 Big5 퍼스낼리티 
특성, 즉 성실성, 동조정, 안정성, 외향
성, 개방성 등이 의 로세스  효과
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탐색 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연구가설

1. 퍼스낼리티와  활동

퍼스낼리티와 직무성과에 한 연구

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Big5 
퍼스낼리티가 정착된 이후로 그 효과성

에 한 다수의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

다. Barrick and Mount(1991) 연구를 비
롯하여 여러 메타 연구(Mount and Ba-
rrick, 1995; Salgado, 1997 등)도 진행되
었다.  수 에서의 연구는 상 으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Neuman et al. 
(1999)은 Big5 특성 모두가  성과와 

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 으며, Porter 
et al.(2003)은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 안
정성이 의 성과행동의 합에 향을 미

침을 보여주기도 하 다. 그러나 재까
지 진행된 연구는 개인 수 에서의 연구

가 부분이었기에, 이하에서는 개인수
을 심으로 집단 수 연구를 포함하

여 다섯 가지 퍼스낼리티 요인 각각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 한 연

구 결과를 보면 부분의 연구에서 성과

와 정(+)의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Barrick and Mount(1991)는 메타연
구를 통해 성실성이 모든 직업에서 성과

에 강력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이후 Hurtz and Donovan(2000)
의 메타연구에서 역시 성실성이 성과를 

측하는 가장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그러나 테스크포스와 그룹의 성과에 성

실성은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Barry and Stewart, 1997). 
동조성(Agreeable)에 해서는 Graziano 

et al.(1997)의 동조성이 과업 성과에 미
치는 향 사이에 경쟁(competitiveness)
이 부분 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보

여주는 연구가 있다. 반면 Jiang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동조성이 성과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에 해서 

Barrick and Mount(1991)의 메타연구는 
직무성과나 학습성과 등에 안정성이 정

(+)의 향을 미친다는 을 보여주고 있
다. 한 Porter et al.(2003)의 연구에서
는  내 도움행동에 정서  안정성이 가

장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외향성(Extroversion)의 정  효과에 

해서는 Susan and Linda(2011), B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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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ewart(199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특히 Barry and Stewart(1997)의 연구

에서는 테스크포스  구성원들의 외향

성이  성과와 정  curvilinear 계

가 있음을 발견하 다. 

마지막으로 개방성(Openness to expe-

rience)에 해서는 창의성과 련된 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가 많다.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으

면 더 많은 호기심에 의해 상상력을 발

휘할 수 있고, 이지 인 이 될 수 있

다. 반면, 개방성이 낮으면 생각이나 

심의 폭이 좁고, 단순하다. 서로 다른 구

성원들의 상반된 인지 과정과 이들의 다

양하고 통합 인 사고를 통해 은 창조

 욕구와 참신함 그리고 의사결정의 타

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Marieke et 

al.(2001)은 31개 학원생 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개방성이  창조성에 

정  향을 미치고, 개방성의 다양성

이 높은 이 가장 높은 수 의  창조

성을 보여 다고 하 다. 한 Watanabe 

et al.(2011)의 연구에서 개방성은 지속

 학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Big5로 정의되는 퍼스낼리티의 수 이 

높을수록 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1:  구성원의 성실성, 동조성, 안정

성, 외향성, 개방성 등 Big5 퍼스낼

리티의 집합  수 이 높을수록  

로세스  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퍼스낼리티 구성형태와  활동

원들의 퍼스낼리티의 집합  수

과 더불어 원간의 퍼스낼리티 차이, 즉 

다양성의 정도가  로세스  효과성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유는 퍼스

낼리티가 가장 안정 인 개인특성이고, 

그 차이는 의 진화 정도에 계없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상호작

용에 지속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들의 퍼스

낼리티의 수 (평균)과 별개로 다양성은 

서로다른 향을 미칠 것이다. Porter et 

al.(2003)도 이 성과를 내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퍼스낼리티 수  뿐 아니라 

다양성의 조합도 요하다고 하 다. 

 로세스와 효과성 등으로 설명되

는  활동 연구에서 오랜 흐름 의 하

나가 원간의 이질성 는 다양성이 어

떤 향을 미치는가이다. 국내에서도 근

래에 다양성 연구가 차 활발해지고 있

는 이다( : 권석균, 최보인, 2012; 이
종건 외, 2012). 그런데 국내외의 다양성 

연구는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특성에 집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은 성별, 연령, 
교육배경과 업무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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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찰가능 한 구성원 속성에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

인 속성, 즉 가치나 성격특성 등의 구
성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  연구에서 퍼스낼리티 수

의 향에 비해 퍼스낼리티 다양성의 

향에 한 고찰은 상 으로 빈곤하다. 

 다양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에 한 연구

가 시작되고 있다. 

퍼스낼리티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에서

는 일반 으로  구성원간 동질성이 높

을수록  로세스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원들간 이질

성이 높은 경우 창의성이나 신을 해

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어떤 변수간 상 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계를 명확하게 정, 부의 

계로 표 할 수 없기도 하다. 를 들

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은 

빠른 시간에 서로간의 친 도를 높일 수

도 있지만, 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

로만 구성되어 있는 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방

성이 높은 이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개방

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낼 것인지에 해서는 알 수 없

다. 경험에 한 개방성이 무 높은 사

람들이 모여 있다면 다양한 에서의 

아이디어는 낼 수 있으나, 그것이 성과

로 이어질 것인가에 해서는 의문이다. 

Humphrey et al.(2011)은 MBA 을 

연구한 결과 외향성의 다양성이 높아질

수록, 안정성의 다양성이 낮아질수록 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다. Susan and Linda(2011)는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조성의 평균을 통

제한 상태에서 동조성의 다양성이 큰 경

우 성과가 낮음을, 안정성의 평균을 통제

한 상태에서 안정성의 다양성이 큰 경우 

성과가 낮음을 증명하 다. 반면 Mariek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개방성의 다양성이 높은 이 높은 창의

성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Big5로 정의된 퍼스낼리티의 다양성은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퍼스낼리티 다양

성이 높을수록 의 성과는 낮아질 것이

라는 결과가 일반 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2:  구성원의 성실성, 동조성, 안정

성, 외향성, 개방성 등 Big5 퍼스낼

리티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로

세스  효과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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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방법

1. 자료의 수집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수집은 경 학과 수

업에 참여하는 8개 반의 학생을 상으

로 하 다. 학기  4명씩 을 이루도

록 구성하 으며, 한 학기동안  로

젝트를 진행하여 학기 말에 발표를 하도

록 하 다.  구성이 완료된 4주차에 

개인의 퍼스낼리티를 측정하 으며, 학

기가 끝나는 16주차에  로젝트 발

표와 함께 로세스와  효과성으로 

반 인  활동에 해 측정하 다. 학

기 간에 탈락한 학생 10명을 제외하

고 최종 으로 총 426명, 112개 을 실

증분석에 사용하 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2.1 퍼스낼리티

 구성원들의 퍼스낼리티를 Big5로 

측정하 으며, 각  별 Big5 요소들의 

수 (평균)과 다양성(표 편차)을 함께 

찰하 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Big5 퍼

스낼리티는 Goldberg(1992), Saucier(1994), 

Benet-Martinez and John(1998), Gosling 

et al.(2003) 등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바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총 4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Benet-Martinez and John(1998)의 설문

으로 Big5 퍼스낼리티를 측정하 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 다.

2.2  로세스

•지각된 다양성

이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구

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다름을 느 는지 

확인하기 해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

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해 

측정하 다. 를 들면 “우리 의 구성
원들은 개인  심사가 서로 많이 다르

다”, “우리  구성원들은  업무에서 

어느 것이 더 요한가에 한 서로의 

생각과 신념이 매우 다르다” 등의 6문항
을 이용하여 의 평균값을 지각된 다양

성 변수로 사용하 다. 

•노력

 활동 과정  본인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투입했느냐에 한 질문으로 “나

는 내가 맡은 일을 성공 으로 완수하기 

해 내 모든 능력을 발휘했다”, “나는 
성공   성과를 만들어 내기 해 열

심히 노력했다”를 포함한 5개의 문항으
로 측정하 다. 

• 동

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하기 해

서는 업무의 분담  서로의 업무를 돕

기 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는 능
동  력, 극  도움, 공동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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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원활한 업무조정 등 권석균과 
최보인의 연구(2012)에서 채택된 4개 설
문문항으로 측정하 다. 

•응집성 

Beal et al.(2003)의 연구에서 집단응

집성은 인간매력도(사회  응집성), 

과업몰입(과업 응집성), 집단자부심 등 

여러 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측정되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집단 응집성의 

표  연구인 Dobbins and Zaccaro(1986)

의 설문을 수정 보완한 6개 문항으로 측

정하 다. 

•과업갈등과 계갈등

Jehn(1995)은 갈등 크게 두 가지로 나
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과업

갈등과 계갈등 두 가지로 측정하 다. 
우선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련하여 

집단구성원들 간에 , 생각, 견해 등
의 차이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과업갈등으로 정의하 다. 계갈등은 

집단구성원들 간에 개인  충돌로 인해 

긴장, 노여움, 원한 등이 존재할 때 발생
하는 갈등으로 정의하 다. 측정은 Jehn 
(1995)의 척도를 이용하여 과업갈등 4문
항, 계갈등 4문항으로 하 다.

2.3  효과성 

• 만족

만족이란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모자람

이 없이 흡족한 상태로, Mowday et al. 

(1979)의 5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학습과 성장

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해 업무를 

하는 과정 에는 구성원간 지식, 기술, 노

하우 등의 교환이나 공유가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내의 학습  성장을 구성

원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학습․성장으로 

정의하고 박종 , 권석균(2009)의 연구

에서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지각된 성과

한 학기동안  로젝트의 결과를 이

루어낸 정도를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하 다. Van de Ven and Ferry 

(1980)의 OAI(Organization Assessment 

Instruments) 측정  3개 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 다.  

Ⅳ. 연구의 결과

1. 신뢰성  타당성 분석

우선 독립변수인 Big5 퍼스낼리티를 

개인 수 에서 구성타당도 확인을 해 

Varimax 직각 회  방식에 따라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결과 퍼스낼

리티에 한 질문 총 44개  외향성 4

문항, 성실성 6문항, 개방성 4문항, 친화

성 5문항, 안정성 4문항으로 5개의 요인

으로 재되었다. 재된 설문항목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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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ig5 요인분석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외향성

A1 -.041 .847 .064 .049 -.003
A11 .266 .644 .244 .163 -.231
A21 -.029 .869 .083 -.014 -.188
A36 .100 .813 .107 .186 -.184

성실성

A3 .766 .063 .002 -.017 .191
A8 .566 -.164 -.138 -.154 -.088
A23 .636 .084 .013 .006 -.183
A28 .674 .042 .047 .071 -.043
A33 .601 .222 .204 .121 -.133
A38 .743 -.013 .069 .001 -.009

개방성

A15 .220 -.015 .790 -.046 .060
A20 -.070 .120 .823 -.007 .047
A25 .005 .147 .877 .037 -.115
A40 .012 .110 .811 .046 -.011

친화성

A7 .115 -.037 .028 .740 -.114
A17 -.144 .068 .021 .653 -.159
A22 -.172 .224 -.100 .628 .069
A32 .125 -.062 .074 .800 -.016
A42 .102 .329 -.002 .528 -.131

안정성

A4 -.101 -.254 .108 -.136 .743
A9 .011 -.134 -.109 -.185 .692
A14 .048 -.147 -.103 .102 .665
A29 -.263 .045 .151 -.162 .705

　고유값(EigenValue) 4.592 2.804 2.784 1.937 1.538
분산비율(%) 19.967 12.191 12.104 8.421 6.685
분산비율(%) 19.967 32.158 44.261 52.682 59.367

록>에 제시된 측정치에서 설문고유번

호가 표기된바와 같이 <표 1>에 명시하

다. 

한 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 다. 퍼스낼

리티의 Cronbach’s α는 외향성 = .857, 

성실성 = .756, 개방성 = .856, 친화성 = 

.718, 안정성 = .710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활동을 살펴보기 해 크게  

로세스와  효과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총 9개의 변수로 한 학기동안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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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 내상 계계수(ICC)

변수 ICC(1) ICC(2)
 1. 지각된 다양성 0.247  0.548***

 2. 노력 0.003  0.011
 3. 동 0.257  0.566***

 4. 응집성 0.295  0.609***

 5. 과업갈등 0.276  0.587***

 6. 계갈등 0.437  0.743***

 7. 만족 0.241  0.544***

 8. 학습과 성장 0.101  0.901**

 9. 지각된 성과 0.233  0.53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N = 426명(112개 ).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과 그 결과들에 

해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활

동기간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학기가 끝

나는 16주차에  로세스와  효과성 

변수에 한 정보 모두를 각 으로부터 

수집하 다. 이러한  로세스 변수와 

 효과성 변수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역시 각 변수들의 Cronbach’s α 값

을 측정하 다.  로세스 변수인 지각

된 다양성 = .874, 노력 = .871, 동 = 

.921, 응집성 = .920, 과업갈등 = .836, 

계갈등 = .889이었다.  효과성 변수

인 만족 = .932, 학습과 성장 = .870, 

지각된 성과 = .756으로 모두 높은 꽤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수 에서의 로세스  

효과성 변수를 가설검정에 사용하기 

해 연구 변수별 내상 계계수(ICC)

를 측정하 다. 총 9개의 로세스  효

과성 변수의 ICC 값은 노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2개 

집단에 한 각 변수별 ICC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으며, 분석 결과 노력을 

제외한 부분의 변수는 ICC 값이 높게 

나타나 연구변수들이 집단별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 계 분석

연구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변수

간 상 계는 <표 3>과 같다. 우선 평

균값을 살펴보면 계갈등의 수치가 

에 띄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 와 심사가 유사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기라는 한시 인 을 연구

함으로써 발견되는 상으로 보인다. 퍼

스낼리티의 평균(M)값들  동조성과 

안정성이 부(-)의 상 계가 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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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로세스 변수들에 한 회귀분석

지각된 다양성 동 응집성 과업갈등 계갈등

외향성(M) -.276* .115 .334** .024 -.088

동조성(M) -.031 .153 .078 -.067 -.157

성실성(M) -.159⧾ .038 .049 -.167 -.079

안정성(M) -.186⧾ .062 .059 -.047 -.028

개방성(M) .352*** .123 -.076 .304** .213*

외향성(SD) -.077 -.064 .037 -.069 -.012

동조성(SD) .086 -.008 -.022 .053 .026

성실성(SD) .102 -.016 -.045 -.030 -.002

안정성(SD) .240* .015 -.124 .050 -.016

개방성(SD) -.007 -.128 -.039 .082 .092

 규모 .257** .047 -.025 .213* .100

R² .258 .086 .132 .137 .092

F 3.135*** .848 1.370 1.424 .911

주) N = 112개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향성과 성실성의 편차(SD)가 안정성의 편

차와 정(+)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퍼스낼리티와  활동 변수

들간 계를 살펴보면 외향성, 동조성, 성

실성의 평균이 노력과 정(+)의 상 계

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 외향성의 평

균이 응집성과 만족, 지각된 성과와 정

(+)의 상 계가 있으며, 동조성의 평균

이 계갈등과 부(-)의 상 계, 만족 

 학습과 성장과 정(+)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개방성

의 수 이 과업갈등과 정(+)의 유의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퍼스낼리티 다양성

과  활동이 유의한 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외향성의 다양성이 지각된 성과

와 부(-)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뿐이다. 

3. 퍼스낼리티와  로세스 변

수들간 가설의 검증

퍼스낼리티의 수 과 다양성이  

로세스 변수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되었다. 

Big5의 수   동조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퍼스낼리티 수 이 지각된 다양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특이한 은 외향성, 성실성, 

안정성의 수 은 구성원들이 서로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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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효과성 변수들에 한 회귀분석

 만족 학습과 성장 지각된  성과

외향성(M) .195⧾ .070 .116
동조성(M) .138 .158 -.036
성실성(M) .117 .072 .114
안정성(M) .112 -.038 -.084
개방성(M) -.044 .155 .068
외향성(SD) -.032 -.028 -.179⧾

동조성(SD) -.046 -.073 -.012
성실성(SD) -.020 -.106 -.031
안정성(SD) -.086 .014 -.031
개방성(SD) -.030 -.095 .048
 규모 .032 .143 .048
R² .101 .115 .105
F 1.010 1.172 1.055

주) N = 112개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을 지각하는 데에 부(-)의 향을 미치

고, 개방성의 수 은 정(+)의 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성 수

이 과업갈등과 계갈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다른 퍼스낼

리티 보다 개방성에서 차이가 날 때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한 외향성의 수 은  

응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퍼스낼리티의 다양성은 다

섯 가지 모두  로세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은 동을 제외한 네 가지 

퍼스낼리티 수 이  로세스에 각기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지지 되

었다. 외향성의 수 은 응집성에, 개방

성의 수 은 지각된 다양성에 정(+)의 

향을 미치므로 가설과 같은 방향의 

향을 주고 있다. 반면 외향성, 성실성, 

안정성이 지각된 다양성에 부(-)의 향

을 미치며,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나 퍼스낼리티 수 이 로세스 변수에 

부정 인 향을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가설 2   퍼스낼리티 다양성과 로

세스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퍼스낼리티와  효과성 변수

들간 가설의 검증

다음으로  활동  만족, 학습과 

성장, 성과 등  효과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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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과 퍼스낼리티간 향 계를 알

아보기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외향성만이  효

과성 변수들과 유의한 계가 나타났음

을 볼 수 있다. 외향성의 수 은 만족

에 정(+)의 향을, 외향성의 다양성은 지

각된 성과에 부(-)의 향을 약하게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1과 

가설 2는 아주 부분 으로만 지지되었다.

Ⅴ. 결론  제언

1. 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의 로세스  효과성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퍼

스낼리티에 을 맞추었다.  로세

스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밝 내기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

며, 연구의 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내기도 하 다. 그

러나 아직  구성이 로세스  효과

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인특성

인 퍼스낼리티가 집합 으로 향을 미

치는 변수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서  구성원들의 개방성의 수 이  

로세스 활성화에, 외향성의 수   

다양성이  효과성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는 퍼스낼리티

가  로세스  효과성에 크게 향

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퍼스낼리티의 향을 살펴보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 조직은 개별 

구성원보다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을 구성해

야 하며, 이러한 시 지를 해서 구성

원의 개인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학생 을 상으로 하 다.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기 때문에 연령과 심사 등이 비슷

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학

기라는 한시 인 시간동안만 유지되는 

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에서의 과는 

다른 이 많다. 그러나 112개라는 많은 

수의 을 수집하여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기 해 노력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퍼스낼리티 다양성

을 연구하는데 기 가 될 것이다. 

장조직에서의 실무  시사 을 얻

기 해서는 실제 작업 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후 TF 과 같은 한

시  조직과, 일반 조직에서의 차이  

등에 해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높은 성과를 내기 한 조건으

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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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의 특성, 환경  특성, 조직

의 상황  특성,  구성원의 능력 등 다

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 에서 본 연구

는 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의 문제도 

의 로세스  효과성에 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수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내 퍼스낼리티의 구성이  구성을 설

명하는 요한 하나의 속성으로 보고 퍼

스낼리티의 수 과 다양성이 에 미치

는 향에 해 연구해 보았다. 이미 연

령, 성별, 교육배경이나 업무배경 등의 

가시  속성들에 해서는 우리나라에

서도 어느 정도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퍼스낼리티 특성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구

성의 향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 다

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

으로 퍼스낼리티 특성  Big5 성격 특

성 외에 성취동기, 가치  등의  다른 

속성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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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ig5 설문항목

(A1) 말이 많다.

(A2) 다른 사람들의 결 을 잘 발견한다. 

(A3) 일을 철 히 한다. 

(A4) 우울할 때가 많다. 

(A5) 독창 이다.

(A6) 자기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A7) 이기 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 다.

(A8) 어느 정도 부주의한 편이다. 

(A9) 스트 스를 잘 처리하고 여유롭다.

(A10) 많은 다양한 것들에 한 호기심

이 많다.

(A11) 에 지가 넘친다.

(A12) 다른 사람과 잘 다툰다.

(A13) 측가능하고 믿을만한 일꾼이다. 

(A14) 긴장을 자주하는 편이다. 

(A15) 기발하고 깊이 생각한다. 

(A16) 열정 이다. 

(A17) 잘 용서해 다. 

(A18) 조직 이지 못한 편이다. 

(A19) 걱정이 많다. 

(A20) 상상력이 풍부하다. 

(A21) 조용한 편이다. 

(A22) 다른 사람을 잘 믿는다. 

(A23) 게으른 편이다. 

(A24) 감정이 안정 이어서 쉽사리 흥

분하지 않는다. 

(A25) 창의 이다. 

(A26) 자기주장이 확실한 성격이다. 

(A27) 냉정한 편이다. 

(A28)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잘 견뎌낸다. 

(A29) 기분변화가 심하다. 

(A30) 술 이고 미학 인 경험을 

시한다. 

(A31) 부끄럼을 타고 소극 인 면이 있다. 

(A32) 배려깊고 모든 사람에게 친 하다. 

(A33) 일을 효율 으로 수행한다. 

(A34)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

지한다. 

(A35) 일상 이고 반복 인 업무를 선

호한다. 

(A36) 사교 이고 외향 이다. 

(A37) 가끔 사람들에게 무례하기도 하다. 

(A38) 계획을 세우고 확실하게 실천한다. 

(A39) 쉽게 신경질 이 된다. 

(A40) 성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

긴다. 

(A41) 술  심이 부족하다. 

(A42) 다른 사람과 동하기를 좋아한다. 

(A43) 산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A44) 술, 문학 등에 섬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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