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특성이 조직 내 대인 매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구성원의 매체 인식을 중심으로

 정 경 호, 김  주†

운 학교

본 논문은 조직 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업무특성과 조직 내 인 매체 간의 

련성을 검증하며 이를 구성원들의 인 매체들에 한 인식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직 내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 1순 는 면 면이었고 다음으로 2순  매체는 이메일, 3순  매체는 유선 화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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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심  하나 던 업무특성과 매체 인식 간의 상 분석에서는 

유용성 요인과 용이성 요인이 가장 높은 상 계를 보 다. 셋째, 업무 상호의존성은 업무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용이성 요인과 상 으로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매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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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의 기업조직들은 자본주의의 짧은 역사와 

성장속에서 오 심의 경 과 유교  기업문

화로 인해 조직 내 커뮤니 이션이 다분히 획일

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21세기에 어들면서 조직의 경계가 

확장되고 개성이 강한 니얼 세  등의 등장

과 확산으로 인해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의 필요

성이 증가하 다. 특히 스마트폰과 IT 등 매체기

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 매체

의 종류가 비약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이국충, 

권순동, 2009). 를 들어 2008년부터 본격 으로 

등장한 스마트폰에 의한 카카오톡 등 다양한 모

바일 인 매체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시․공

간을 넘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게 다양한 조직 내 인 매체의 도입은 구성

원들간 상호 응집력을 높이고 력과 몰입도를 향

상시킬 수 있었다(이국충, 권순동, 방화룡, 2009). 

즉 다양한 매체의 선택이 조직의 목표설정과 달

성, 문제해결과 변화 리 활동을 조정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 서로에게 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었다(배진한, 2010). 

하지만 조직 내 구성원들의 매체 인식과 선택은 

개인 역과 달리 업무  특성과 맥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는 상들이 나타났다(신성

진, 2005). 즉 매체 기술과 기능의 확 에도 불구

하고 조직 역에서는 개인 역과 달리 업무특성

에 따라 매체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차별 인 행

태를 보인 것이다(김은미, 2005).

일반 으로 개인 역의 경우 매체의 기본  속

성들이 매체 인식과 선택에 근본 인 향을 미

쳤다(배진한, 2010). 가령 김 규(2000)는 개인들

이 매체의 본질  기능과 계  합성 등 매체 

선택에 있어 매체 풍요도1)가 요한 기 이 된다

고 주장했으며 김민정, 한동섭(2006)은 개인들의 

인 매체 인식과 선택에는 매체의 사회  실재

감2) 요인이 련이 깊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조직 역에서는 매체속성 이외에도 업

무의 특성이 매체 인식과 선택에 있어서 요한 

향을 미쳤다. 즉 구성원들은 수행하는 업무특성

에 따라 략 으로 인 매체를 인식하고 선택

하 다(Dennis & Kinney, 1998).

이국충 등(2009)은 조직구성원들이 업무가 모호

할 경우에는 매체 풍요도가 높은 면 면이나 유

선 화 등의 구두매체들을 선택하 고 업무의 모

호성이 낮을 경우에는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

재감이 낮은 이메일 등 문자매체가 선택되었다고 

주장하 다. 반면 구성원의 업무가 상호의존 일 

경우에는 업무와 련하여 정보에 한 구성원간 

이견을 좁히고 상호이해를 도모해야 하기에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이 높은 구두매체가 선호

되기도 하 다.

사실 지 까지 인 매체 인식과 선택에 하여 

다양하고 포 인 연구는 개인 역에서 많이 이

루어졌다. 하지만 조직 역에서는 이러한 매체 연

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 내 매체 

련 기연구들은 업무성과와 련지어서 매체

의 효과성과 매체 간 상호 부합도에 을 맞추

 1) 매체 풍요도란 커뮤니 이션 매체를 통해 상호이해와 변화를 돕는 매체의 능력으로 커뮤니 이션 상 방에

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히 달할 수 있게 하는 매체의 객  능력을 의미한다(Daft & Lengel, 

1984, 1986). 

 2) 매체의 사회  실재감이란 커뮤니 이션 상 방과 직  만나서 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Ric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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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조직 내 인 매체에 한 연구들이 업무

특성과는 상당히 분리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이 선행연구들의 한계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내 인 매체 연구의 한계들을 고민하며 

차 으로 조직 내 맥락과 업무특성에 을 두는 

연구가 조 씩 시작되었다. 이것은 조직 내 인 

매체 인식과 선택이 구성원들의 업무와 다양한 

계를 살펴야하는 맥락 심, 맥락의존 이었다는 

단에 근거한 것이다(김은미, 박주연, 2007).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아직까지 조직 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업무특성과 인 

매체 간의 련성을 검증하며 이를 구성원들이 자

주 선택하는 조직 내 표 인 인 매체들에 

한 평가와 인식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심으로 업무특

성에 따른 매체 인식과 선택을 연 짓는 것은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가장 차별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  배경

1) 커뮤니케이션 매체 인식과 선택 이론 

조직 내 커뮤니 이션 매체 인식과 선택에 한 

이론은 합리  선택 의 매체 풍요도 이론과 

사회.환경  의 사회  향이론 그리고 합리

 행  의 기술수용모델이 표 이다. 먼  

합리  선택 의 매체 풍요도 이론에 따르면, 

매체 인식과 선택은 매체와 업무사이의 합성이 

효과  커뮤니 이션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여기서 ‘매체 풍요도’는 매체가 달할 수 있는 물

리  정보량을 의미한다(신성진, 2005). 

반면 사회  향 이론은 동일한 매체라도 상황

에 따라 매체 풍요도가 달라지며 커뮤니 이션 

상 방과 직  만나서 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 즉 사회  실재감이 매체 인식에서 요하

며 이는 사용자의 주  에 따라 달라진다

는 주장이다(Dennis, 1994; 서길수, 1998). 마지

막으로 합리  행  3)의 기술수용모델은 업

무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인 매체의 인식 요

인들, 즉 ‘용이성’과 ‘유용성’ 요인에 근거하여 

인 매체를 인식하고 매체를 선택하게 된다고 주

장했다(손승혜, 최윤정, 황하성, 2011).

(1) 매체 풍요도 이론

매체 풍요도는 커뮤니 이션 매체를 통해 상호

이해와 변화를 돕는 매체의 능력으로 커뮤니 이

션 상 방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

히 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aft & 

Lengel, 1984, 1986). 즉 매체 풍요도는 매체 자

체의 본질  특성으로 커뮤니 이션 효용성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커뮤니 이션 상황에 따라 

합한 매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커뮤니 이션 매체는 태생 으로 각각의 물리 인 

고유기능과 불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민정, 한동섭, 2006). 

선행 연구에 의하면, 배진한(2010)은 매체 풍요

도 등 매체 특성이 ‘변하지 않는’ 객 인 것으로 

 3) 합리  행  은 개인의 주  규범이나 태도가 행동에 한 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가 궁극

인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으로 데이비스(Davis, 1986)에 의해 제시된 기술수용모델은 이러한 

합리  행  에서 이론의 원형을 차용하여 매체기술의 사용의도가 사용에 따른 결과에 한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합리  행  과 이론은 아젠(Ajzen, 1986)에 의해 고안된 이후 다양한 요인을 

추가하며 발 되어왔는데, 이러한 합리  행  이론의 발 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을 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왔기 때문에 인매체의 기술에도 용될 수 있는 것이다(유재 , 박철, 2012).



78 ▪ 사회과학연구 제32권 1호(2021)

사용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매체를 선택한

다고 주장하 다. 일마즈와 헌트(Yilmaz & Hunt, 

2001)는 매체 풍요도가 높을 경우 조직 내 의

사소통을 통한 계 맺기와 동료들과의 신뢰 쌓

기에 정 이고 유리하다고 주장하 다. 김 규

(2000)는 인 커뮤니 이션 매체의 기능과 매체 

합도 분석을 통해 매체 풍요도가 인 매체 구

분의 주요 속성이라고 제시하 고 김민정(2006)

은 인 매체 인식과 선택행 가 매체 풍요도와 

련 있다고 주장하 다.

즉 매체 풍요도 이론은 매체가 얼마나 명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잘 달하는지에 한 으

로 즉각  피드백  다양한 비언어  단서와 효

과 인 언어들을 활용하여 메시지의 의도를 정확

히 달하는가에 한 논리와 주장이다. 결국 이

러한 에서 본다면 면 면은 매체 풍요도가 가

장 높은 반면, 이메일과 휴 문자 등 IT기술에 의

해 매개된 매체는 상 으로 풍요도가 낮다고 간

주할 수 있다(김은미, 박주연, 2007). 한 면 면 

매체나 휴 화와 같이 구두매체이면서 매체 풍

요도가 높은 매체들은 업무가 모호한 경우에 더 

합하고, 문자매체와 같이 피드백이 느리고 매체 

풍요도가 낮은 매체들은 업무 모호성이 낮은 경우

에 더 합하다고 볼 수 있다(배진한, 2010).

(2) 사회적 영향 이론

사회  향(Social Influence) 이론은 커뮤니

이션 매체에 한 인식과 선택이 사용자의 주

인 과 태도에 의해 구성된다는 주장이다

(Fulk, Schmitz, & Steinfield, 1990). 매체의 속

성은 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매체 경

험에 따라 향을 받는 상 인 속성이며 결국 

매체에 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리이다.

사회  향 이론에 따르면 사회  실재감은 매

체 인식의 요한 속성으로 ‘커뮤니 이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 혹은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커뮤니 이션 상 방과 직  만나서 화하

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Rice, 1993). 

즉 ‘사회  실재감’ 요인은 조직 내 인 매체 인

식과 선택에 련한 연구에 있어 요한 요인이자 

기 이라고 할 수 있다(안민호, 2001). 매체 풍요도

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  실재감(social 

presence)을 요한 매체  속성으로 간주하고 사

회  실재감이 높은 매체일수록 매체 풍요도도 높

다고 주장하 다(Chalupa & Harris, 1998). 

사회  실재감 요인에 한 기 연구의 선구자

격인 쇼트, 리암스, 크리스티(Short, Williams, 

& Christie, 1976)는 커뮤니 이션 맥락의 차원

에서 매체가 표정이나 말투, 자세 같은 비언어  

메시지를 얼마나 잘 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

회  실재감의 수 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면 면 커뮤니 이션이 가장 높은 수 의 사회  

실재감을 제공하며, 유선 화 등 구두매체가 간 

수 , 이메일 등 문자 매체가 가장 낮은 수 의 사

회  실재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 

황유선(2010)은 사회  실재감이 높은 매체일수

록 정보를 명확하게 달할 수 있으므로 업무 모호

성과 업무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조직 내 인 매

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성원들은 보통

의 경우 사회  실재감이 높은 매체를 통한 커뮤니

이션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

장하 다. 

(3)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조직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도입되는 새로운 매체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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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한 이론  틀로서 개발되

었다(Davis, 1989; Davis, Bagozzi, & Warshaw, 

1989). 즉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에 한 믿

음과 태도, 사용 의도와 실제 활용 간에 어떤 상

계가 있는지, 그리고 매체 인식과 선택 과정에 

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을 

맞추었다.

기술수용모델은 1989년 데이비스(Fred D. Davis)

가 처음 소개한 이래, 다양한 커뮤니 이션 매체

의 선택패턴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으로 활용되

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수용모델은 인 매

체들의 특성과 사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변

형  확장된 모델들을 배출하 지만, 일 성 있

게 새로운 인 매체들의 인식과 선택에 한 행

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었다(손

승혜, 최윤정, 황하성, 2011).

데이비스(Davis, 1989)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하

여 매체 인식의 첫 번째 기 으로 용이성 개념을 

사용하 다. 여기서 용이성이란 매체 기술을 용

하여 업무행 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용이한

가를 의미한다. 즉 용이성은 매체 선택과 련하여 

구성원의 경험, 숙련도 등과 직 인 련이 있고, 

실제 매체 선택과 이용행 에 정  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Dabholkar & Bagozzi, 2002). 라이

와 웰커(Rai & Welker, 2002)는 용이성이 조직 

내 인 매체 선택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매

체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고 밝혔으며 구

성원 간 매체를 통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

이라고 소개하 다.

한 데이비스(Davis, 1989)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매체 인식의 두 번째 기 으로 유용성 개

념을 사용하 다. 여기서 유용성은 ‘특정한 매체 

선택이 사용자의 직무성과를 증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며 업무  성과 혹은 커뮤니 이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매체의 생산성  성

과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

용성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매체

의 생산성 효과, 성과에 한 인식을 의미하며 구

성원의 기술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경종수, 김명수, 2012). 

본 논문은 매체 인식과 선택에 한 이론  논

의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구성원의 매체 인식이 인 커뮤

니 이션 매체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체의 인식 요

인으로는 매체 풍요도 이론의 ‘매체 풍요도’와 사

회  향 이론의 ‘사회  실재감’ 그리고 기술수

용모델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4가

지 매체 인식 요인을 기 으로 인 매체별로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직 내 업무 특성에 따른 매체 인식과 

선택

(1) 업무의 특성에 따른 매체 인식과 선택

조직 내 인 매체 인식과 선택은 특정한 업무

를 수행하기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매체 연구는 반드시 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며 이때 사용하는 인 

매체들도 달라질 수 있기에 업무특성은 인 매

체의 인식과 선택 연구에 있어 매우 요한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미, 200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업무특성의 표  기 으로 업무 모호성

과 업무 상호의존성을 상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Denni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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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모호성에 따른 매체 인식과 선택

조직구성원들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략 으

로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 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매체에 따라서 업무수행과 그에 따른 성과가 다

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Cao et al., 2012). 를 

들어 카카오톡 등 모바일 인 매체를 자주 사용

하는 직원이 그 지 않은 직원보다 생산성이 높

다는 연구가 있었고(이승엽, 이상우, 2016) 직장

내에서 이메일 사용을 통제하니까 생산성이 감소

하 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Jackson, Dawson, 

& Wilson, 2003). 

지 까지 업무의 특성에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표 인 특성은 모호성이다. 페로우(Perrow, 

1967)에 의하면 업무 모호성은 업무의 수행  

생길 수 있는 측하지 못한 상황의 빈도, 즉 다

양성을 의미한다. 즉 업무의 모호성은 업무 수행

과 련하여 정보와 상황이 다양하고 서로 상반

된 해석이 존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Daft & Macintosh, 1981). 

구성원들은 모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는 매체 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빠른 피드백과 다양

한 단서로 인해 의사소통에 유리하 으며(이승엽, 

이상우, 2016) 실제로 업무의 모호성이 높을수록 

매체 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그 지 않은 매체보다 

성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 다(Daft & Lengel, 

1986). 즉 구성원들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매체 풍요도가 높은 면 면 

방식을 선택하지만,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

순하고 명확할때는 이메일과 문자처럼 매체 풍요도

가 낮은 매체를 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Trevino 

et al., 1990). 

요약하면 구성원들은 업무 모호성이 높을수록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이 높은 면 면 등 구

두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업무 모호성은 매체를 선

택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서길수, 1998; 

McGrath & Hollingshead, 1994).

② 업무 상호의존성에 따른 매체 인식과 선택

업무의 상호의존성은 요한 업무특성  하나

로 특정한 업무의 수행에 해 ‘주변 련 업무들

이 갖는 향력의 정도’ 혹은 ‘개인이 조직 내 업무

를 수행하기 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harma, 2007). 오늘날 

개인은 독립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조직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

는 복합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업을 통

한 시 지 창출과 조직 내,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서 창의 이고 효과 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

서 업무특성 가운데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의 요성은  커지고 있다(Grant & Parker, 

2009; Morgeson & Humphrey, 2006; Sharma 

& Yetton, 2007). 

사실 업무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제 이지만, 업무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는 구성원들간에 많은 커

뮤니 이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친 성

과 력이 매우 요하다(Campion et al., 1996).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업무 상호의존성이 높

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시간과 장소

에 계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하여 의사소통하

고 자료를 교환하기 하여 면 면과 화 등 매

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이 높은 매체들을 주

로 선택하 다(이혜정, 2013). 

하지만 최근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업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카카오톡 등 용이성과 유용

성이 높은 매체의 사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 다(이혜정, 박 기, 2018). 이는 업무

가 상호의존 일 경우 구성원들의 매체 인식과 

선택 등 보편 인 행 패턴들이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 등 계성 혹은 합성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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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게 일반 이었으나 차 매체  속성과 기능

에 의한 매체 선택에서 벗어나 기술수용모델의 

매체 용이성과 유용성 등 매체 효율성의 향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매체 인식과 선택의 실제

 인식 변화 등을 확인하는데 요한 연구의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모호성과 상호의존성 등 업

무특성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문제 2. 업무의 특성이 매체 인식과 매체  

선택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성원의 매체 인식과 선택

에 하여 업무특성은 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은 업무특성에 따라 매체를 

유연하게 선택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 졌다

(김은미, 2006). 즉 업무가 모호할수록 매체 풍요

도가 높은 매체를 선택하고 업무 상호의존성이 

높을 경우에는 사회  실재감이 높은 매체를 선

택하 는데 이는 곧 업무수행과 그에 따른 성과

가 선택하는 매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었다(Cao 

et al., 2012). 

 

3.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및 변수 측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자료는 조직규모와 조직유형(공공, 민간)을 구

분하여 20여개의 기업과 기 에서 360명의 구성

원들을 상으로 수집하 다. 응답자  남자는 

214명(64.7%), 여자는 117명(35.3%)이었으며 조

직규모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구성원이 247

명(74.6%), 50인 이상 299명 미만의 기업에 속

한 인원이 35명(10.6%), 50인 미만 소기업에 속한 

인원이 49명(14.8%)이었다. 조직유형의 경우 민간

조직이 204명(61.6%), 공공조직이 127명(38.4%)

이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직무교육에 참가한 피교육생들을 상으로 장

에서 직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력규모와 조

직유형별로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

실한 응답이나 심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응답을 

제외하고 331부(91.9%)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활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 구성을 해 국내․외 

커뮤니 이션 매체 선택과 련된 문헌들의 연

구 모형에 포함된 각 개념들을 토 로 설문항목

을 구성하되 선행연구(김 주, 2002; 배진한, 2003, 

2010)에서 검증된 방법들을 주로 수정하여 사용

하 다. 

설문문항들은 리커트(Likert) 5  척도(1 : 

 아니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고, 성별과 

연령 , 근속연수, 직무부서, 직  등 인구통계학

 변인을 추가하 다. 

(2)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21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분석 방법은 기술  통계

분석을 해 빈도분석을 활용하 으며, 설문의 타

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간 상 성을 해 상

계  부분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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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인과 조작적 정의

① 업무의 특성(업무 모호성, 업무 상호의존성)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업무특성의 하 요인은 

업무 모호성과 업무 상호의존성으로 구성하 다. 

업무 모호성에 한 측정근거와 배경문헌은 데니

스와 키니(Dennis & Kinney, 1998), 이승엽과 이

상우(2016)가 개발한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업무 

상호의존성에 한 측정근거와 배경문헌은 허명

숙과 천명 (2008), 이승엽과 이상우(2016)에 의

해 개발된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업무 모호성은 ‘나의 업무는 사람들마다 처리방

식, 진행방식이 다를 수 있다’와 ‘나의 업무는 사람

들마다 정보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로 조작  정

의하며 업무 상호의존성은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하

기 해서 동료들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와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해서 동료들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로 조작  정의하 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업무 모호성 요인(Cronbach’s 

α=0.594)과 업무 상호의존성 요인(Cronbach’s α

=0.691) 모두 받아들일만한 결과를 보 다. 

설문응답자들은 업무 모호성과 업무 상호의존

성 요인 각각의 문항들에 해 ‘  그 지 않

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의 5  척도

상에 답변하도록 하 다.

② 매체 인식

구성원의 매체 인식 4가지 요인에 해서는 매

체 풍요도 이론의 ‘매체 풍요도’, 사회  향 이

론의 ‘사회  실재감’, 기술수용모델의 ‘용이성’과 

‘유용성’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 다. 측정근거와 

배경문헌은 김 주(1998)와 배진한(2001), 손승

혜(2011)에 의해 개발된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매체 풍요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가?’, 사회  실재감은 ‘상 방이 곁에 있

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가?’로 개념 정의하 다. 

용이성은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가?’, 유용성은 ‘업

무수행에 도움이 되는가?’로 측정하 다. 

응답자들은 각 매체 인식 문항들에 해 ‘매우 

아니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의 5  

척도상에 인식하도록 하 다.

③ 매체 선택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조직 내 표

인 인 매체 7개를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

감을 기 으로 정리, 분류한 것이다. 먼  면 면

은 매체 풍요도의  기 으로 가장 상 에 

해당되며 그 다음은 휴 화, 그리고 유선 화의 

순으로 매체 풍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

다(김혜원, 2003; 김민정, 2006). 

<그림 1> 조직 내 인 매체들의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 분류

사회  실재감 요인에 있어서는 면 면, 화, 

휴 문자, 이메일 매체의 순서로 인식 요인의 정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주, 2002; Rice, 

1993). 사실 이메일과 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과 페이스북 메신 는 문자기반의 매체  속성으

로 낮은 사회  실재감과 매체 풍요도로 인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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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커뮤

니 이션의 한계가 있다(김은미, 2005).

매체 선택에 한 설문은 ‘구성원이 자주 선택

하는 커뮤니 이션 매체’ 세 가지를 자주 사용하

는 정도에 따라 1,2,3( )으로 표시하게 하며 1  

매체는 3 , 2  매체는 2 , 3  매체는 1 , 기

타 나머지 4개의 비선택 매체는 0 으로 환산하

여 구성원의 매체 선택을 측정하 다. 매체 선택 

변인의 측정근거와 배경문헌은 김 주(1998), 배

진한(2002), 김은미(2005)에 의해 개발된 측정문

항을 사용하 다.

4. 연구결과 

1) 구성원의 대인 매체 인식과 선택

(1) 요인별 평균값 비교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에 하여 매체 풍

요도 등 매체 인식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

과, 5  척도 기 으로 매체 풍요도 4.08, 사회  

실재감 3.80, 유용성 3.98, 용이성 4.18로 나타났

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에 있어

서 매체의 용이성 요인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

하며 그 다음으로 매체 풍요도 요인을 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용성과 사회  

실재감 요인은 이에 비해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

하는 매체에 있어 상 으로 덜 요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들의 순위와 

인식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인 매체 1순 는 면

면(평균 1.81)이었고 2순 는 이메일(평균 1.22), 3

순 는 유선 화 매체(평균 1.04)로 나타났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면 면은 조직 내 

표 인 인 커뮤니 이션 매체로서 연령이나 직

, 조직의 형태를 불문하고 가장 높이 인식되었다

(김은미, 2005).

한 분석결과에서 이메일과 유선 화 매체가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2순 와 3순 로 매체

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직 내 요한 인 매체로

서의 지 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휴 화는 

사회  확산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조직에서 유

선 화와 비교하여 구성원의 선호도 측면에서 후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선행연구에서 유선

화는 휴 화와 서로 체 계에 있는 것으

로 연구결과 나타나기도 하 다(김 주, 2002). 하

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메일과 유선 화와 같

은 통 인 인 매체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

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갑자기 사라지거나 완

히 체가 되는 신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

직 내 커뮤니 이션 매체로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 내에서 오랫동

안 익숙해진 커뮤니 이션 매체와 방식들이 새로

운 커뮤니 이션 테크놀로지보다 여 히 우 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진한, 2010; 심재

철, 2010). 

참고로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지 않는 비선택 

매체로서는 페이스북 메신  매체가 321명(96%), 

휴 문자 매체가 253명(75.7%), 카카오톡 매체가 

211명(63.6%)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이 낮은 문자매체라는 공통 을 나

타낸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은 이메일을 제외하

고 구두매체에 비해 문자매체를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 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 1순 로 꼽은 

면 면의 매체 인식에서는 매체 풍요도(4.36)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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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은 사회  실

재감(4.24)이었고 상 으로 유용성(3.65)과 용이

성(3.91) 요인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메일을 1순  매체로 뽑은 구성원들

은 매체 풍요도(3.93)와 실재감(4.30)에 비해 유

용성(4.36)과 용이성(4.33) 요인을 상 으로 높

게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3순  매체인 유선

화 매체의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용

이성(4.51)과 유용성(4.13) 요인이 매체 풍요도와 

실재감에 비해 상 으로 높았다. 즉 이메일과 

유선 화는 용이성이 가장 요하게 작용하 고 

이는 면 면을 제외하고 구성원들은 ‘사용하기 쉽

고 간편한가’를 매체 선택의 요한 기 으로 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매체 인식과 매체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들의 선호도와 

매체 인식의 상 계를 보면, 우선 면 면의 경

우 매체 풍요도(.295, p<0.01)와 사회  실재감

(.363, p<0.01)이 정 (+)상 을 보 고 유용성

(-.220, p<0.01)과 용이성(-.224, p<0.05) 요인

은 부 (-)상 을 보 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유용성(.151, p<0.01)과 용

이성(.111, p<0.05) 요인이 정 (+)상 을 보

고 매체 풍요도와는 유의미한 상 이 나오지 않

았으며 사회  실재감(-.165, p<0.01)과는 부

(-)상 을 보 다. 사실 이메일은 업무용 인 매

체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는데 통신 등 

요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와 서류첨부의 경

우 등 두 가지 핵심 인 이유로 인해 업무상 필수

인 매체로 이용되어왔다(김은미, 2005; 신우익, 

2006; 김 규, 2000). 따라서 본 설문의 분석결과 

이메일은 유용성  용이성 요인과 정  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

과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유선 화는 매체 풍요도(-.173, p<0.05)

와 사회  실재감(-.126, p<0.05)에서 부 (-)상

을 보 고 용이성(.143, p<0.01) 요인과는 정

(+)상 을 보 다. 선행연구에서 유선 화는 면

면 화 상황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반

응을 보인다는 사회  실재감 등 심리  강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ol, 1983; 김 규,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재감이 아닌 용

이성 요인과 정  상 계를 나타냄으로써 구

성원들의 유선 매체에 한 인식과 선택에서 실

재감보다 용이성 요인을 요시하는 인식의 변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구성원들의 비선택 매체  카카오톡은 용

이성(.118, p<0.05) 요인과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카카오톡은 성장한 표 인 SNS 문자매

체로서 모바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

구분 면 면 이메일 유선 화 휴 화 휴 문자 카카오톡 페북 메신

매체 풍요도  .295** -.048 -.173*  .012 -.089 -.047 -.016

사회 실재감  .363** -.165** -.126*  .052 -.086 -.072 -.050

유용성 -.220**  .151**  .087 -.113* -.010  .106  .015

용이성 -.224**  .111*  .143** -.161**  .031  .118*  .038

*p＜.05, **p＜.01, ***p＜.001

<표 1> 매체 인식과 매체 선택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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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 방과 문자와 화, 이미지와 상 그리

고 텍스트 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취

할 수 있어 범 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조직 내 

인 매체로서  지 를 하는 수 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인터넷진흥원, 2015; 디지

털타임스, 2016; 이서윤, 김정 , 2016). 

(4) 매체 인식과 선호 매체 간 부분상관관계 

분석

구분 면 면 이메일 유선 화

매체 풍요도  .132*  .046 -.131*

사회 실재감  .218*** -.148** -.018

유용성 -.087  .086 -.004

용이성 -.119*  .019  .113*

*p＜.05, **p＜.01, ***p＜.001

<표 2> 매체 인식과 선호 매체 간 부분상 계

매체 인식의 개별 인 요인들과 구성원들이 선

호하는 매체 간의 순수한 고유 효과를 확인하기 

해 부분상 계를 살펴보았다. 부분상 계수

를 살펴 본 이유는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매체에 

따라 매체 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인 면 면과 이

메일 그리고 유선 화의 경우 매체 인식의 요인

들을 상호 통제한 후 나타난 부분상 계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들과 매체 

인식 간 부분상 계에서 유용성 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상 계

분석에서는 매체 간 인식들의 첩에 의해서 면

면과 이메일의 유용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지만 매체 풍요도, 사회  실재감, 그리고 용이

성 요인의 향을 제외하면 유용성 요인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일반 으로는 상 계에 비해 부분상

계수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 면 면의 경

우 용이성 요인의 부분상 계수는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유선 화의 경우에도 매

체 풍요도 요인의 부분상 계수가 약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메일은 사회  실재감 요인을 제외하고 부분

상 계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유선 화의 경우 부분상 분석에서 용이성 요

인만이 유일하게 정 (+)으로 유의미한 상 계

를 보 다. 이것은 유선 화를 선택하게 하는 

요한 매체 인식 요인이 용이성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업무특성과 매체 인식 및 매체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업무특성과 매체 인식 간의 상 계를 보면 우

선 업무 모호성이 유용성(r=.115, p<0.05)  용

이성 (r=.113, p<0.05)요인과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상호의존성은 매체 

풍요도 등 4가지 매체 인식 요인 모두와 정 (+)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매체 

풍요도

사회  

실재감
유용성 용이성

업무 모호성 .093 .107 .115* .113*

업무상호의

존성 
.154* .127* .123* .175*

*p＜.05, **p＜.01, ***p＜.001

<표 3> 업무특성과 매체 인식 간 상 계

우선 업무 모호성과 매체 인식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용성(.115, p<0.05) 요인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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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을 보 고 다음으로 용이성(.113, p<0.05) 

요인이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지만 매체 풍요

도와 사회  실재감은 유의미한 상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것은 모호한 업무의 경우 매체 선

택시 유용성과 용이성 요인과 정  련성이 있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모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매체 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빠른 피드백

과 다양한 단서로 인해 의사소통에 유리하며(이

승엽, 이상우, 2016) 실제로 업무 모호성이 높을

수록 매체 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그 지 않은 매

체보다 성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 다(Daft & 

Lengel, 1986).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이 아닌 유용성과 용이성 

요인이 업무 모호성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 모호성이 용이성(.113, 

p<0.05)  유용성(.115, p<0.05) 요인과 정  

련성이 나타남으로 인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

과가 도출된 것이다.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 등 매체 사용자들 

사이의 계  요소 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매체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 등 효율성을 좀 더 

고려한다는 것으로 매체 인식에 한 과 방

향들이 변하며 인식과 인식에 있어 일종의 충돌

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 상호의존성과 매체 인식과의 상

계에서는 매체 풍요도(.154, p<0.05)와 실재

감(.127, p<0.05) 그리고 유용성(.123, p<0.05)과 

용이성(.175, p<0.05) 요인 모두가 정 (+)상

을 나타내었고 특히 용이성과의 상 이 가장 높

게 나왔으며 유용성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업무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업무 상호의존성도 

용이성 요인과 상 으로 높은 상 계를 나타

내었다. 이것은 업무특성에 따라 매체 합성보다

는 용이성과 같은 매체의 효율성을 상 으로 

더 요하게 인식하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매체

인식을 보여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 계 

크기를 비교해본다면 용이성(r=.175, p<.05) 다음

이 매체 풍요도로(r=.154, p<.05)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다음 사회  실재감(r=.127, p<.05)

과 유용성(r=.124, p<.05)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면서 유의미한 상 을 보 는데 이는 각각의 

충돌의 지 , 즉 구성원들에게 업무가 상호의존

일 때 매체 풍요도 요인과 용이성 요인이 충돌하

고 사회  실재감은 유용성 요인과 충돌을 일으

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무 모호성과 매체 선택 간의 상

계를 분석해보면 면 면과는 정 (+)으로 상

계가 있었으며 이메일 매체와는 부 (-)상 을 

보 다. 업무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매체 선택과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에서 구성원의 업무 모호성 정도

에 따라 면 면과 이메일 선택이 많아지거나 혹

은 어드는 것을 상 계 분석을 통해 상해 

볼 수 있다. 업무 모호성이 높으면 면 면 만남

을 선호하고 업무 모호성이 낮다면 이메일의 사

용빈도가 상 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이다.

구분 면 면 이메일 유선 화 휴 화 휴 문자 카카오톡 페북 메신

업무 모호성  .124* -.123* -.081  .000 -.006 .082 -.016

업무 상호의존성 .019 .086 -.017 -.080 -.010 .016  .017

*p＜.05, **p＜.01, ***p＜.001

<표 4> 업무특성과 매체 선택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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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 내 업무특성이 매체의 인식과 

선택에 향을 미친다는 제를 두고 구성원들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들을 기 으로 요인별 차이와 

계성들을 밝히려고 하 다. 

먼  조직 내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 1순 는 면 면이었고 다음으로 2순  매체

는 이메일, 3순  매체는 유선 화 순서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곧 다양한 매체환경에서도 조직에서는 

면 면과 이메일 등 통 인 매체들이 카카오톡 

등 새로운 기술매체들보다 아직까지 선호도 우

에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조직 내 구성

원들은 면 면 매체를 선택할 때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을 요하게 고려하 지만 면 면

을 제외한 비 면 매체 선택의 경우에는 용이성

과 유용성을 요한 매체 인식 요인으로 고려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심  하나 던 업무

특성과 매체 인식 간의 상 분석에서는 먼  업

무 모호성의 경우 유용성(r= 0.12, p<0.05) 요인

과 가장 높은 상 을 보 고 다음으로 용이성(r= 

0.11, p<0.05) 요인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

냈다. 이는 조직에서 모호한 업무를 수행할 때 매

체 선택시 매체의 유용과 더불어 용이성 요인이 

정  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업무 모호성이 높을수록 매체 풍

요도가 높은 매체가 그 지 않은 매체보다 성과

를 높이는데 유리하 다(Daft & Lengel, 1986) 

즉 일반 으로 업무가 모호할 경우에는 매체 풍

요도와 실재감이 요한 매체 선택의 요인이었는

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업무가 모호할 경우 유용

성과 용이성 요인이 요한 매체 선택의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분석결과로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 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들

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에 해서는 유용성과 용이

성 등 효율성을 좀 더 고려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매체 인식에 한 과 방향이 변하며 조직 내 

인식과 인식이 혼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이 매체 풍요도 이론과 

사회  향 이론에 근거한 매체 인식 보다는 기

술수용모델에 의하여 업무가 모호할 경우에는 용

이성과 유용성을 요하시는 매체 인식의 요한 

가치 의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업무 상호의존성과 매체 인식과의 상

계에서는 매체 풍요도(.154, p< 0.05)와 실재감

(.127, p<0.05) 그리고 유용성(.123, p<0.05)과 

용이성(.175, p<0.05) 요인 모두가 정 (+)상

을 나타내었고 특히 용이성과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유용성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즉 업무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업무 상호의존

성도 용이성 요인과 상 으로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업무특성에 따라 매체 풍요도 등 

계성에 향을 받는 매체 합성보다는 용이성과 

같이 매체의 효율성을 상 으로 더 요하게 

인식하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매체인식을 보여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순 로 따져본다면 용

이성 다음이 매체 풍요도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다음 실재감과 유용성이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상 을 보 는데 이는 

각각의 충돌의 지 , 즉 구성원들에게 업무가 상

호의존 일 때 매체풍요도와 용이성이 충돌하고 

사회  실재감은 유용성 요인과 충돌하며 매체 

인식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업무특성과 매체 선택 간의 상 계

를 분석해보면 먼  업무 모호성은 면 면과 정

(+)으로 상 계가 있었으며 이메일 매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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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 을 보 고 업무 상호의존성 요인은 

매체 선택과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구성원들은 자주 

선택하는 매체에 한 인식과 인식에 있어 면

면을 제외한 비 면 매체들의 경우 용이성 요인

과 같이 매체의 효율성을 시하는 매체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업무가 모호할 경우에

는 면 면을, 업무 모호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메

일 매체를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2) 논의 및 제언

연구결과 구성원들은 자주 선택하는 매체들에

서 매체의 본질 인 속성인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과와 직결되는 

유용성과 용이성을 요하게 고려하여 매체 선택

을 하 다. 특히 업무가 모호할 경우에는 용이성

과 유용성 등 매체의 효율성을 극 으로 고려

한다는 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앞서 한 가지 명확히 고려

해야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인 매체 인식

에 한 4개 요인 모두를 인용하여 인식하기 보다

는 매체 풍요도와 사회  실재감만을 가지고 부

분 으로만 인식했거나 는 유용성과 용이성만

을 분리해서 인식했다는 이다. 즉 본 연구와 선

행연구들의 연구설계와 설문지 구성 등의 차이가 

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추후 엄격

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와 같은 연구결과는 구성원들이 매체 풍

요도와 사회  실재감을 요시하는 매체 인식과 

선택 보다는 업무가 모호할 경우에는 용이성과 

유용성 요인을 요한 매체 인식의 기 으로 삼

아 매체를 선택하는 인식과 가치 의 변화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상 분석 결과에서 업무모호성과 매체 풍

요도(.093)  사회  실재감(.107) 요인간에 유

의미한 상 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체 풍요도의 

경우 유의도수 이 p=.092로 p<0.1에서는 유의

했으며 사회  실재감 한 p=.052로 신뢰도 기

을 느슨하게 용해 본다면 매체의 4가지 인식 

요인 모두 업무 모호성과 상 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구성원들은 업무가 모호할 경우 매체 선

택을 한 인식에서 4가지 기 이 모두 작용함으

로써 단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이 자주 선택하는 매체에 1순  면 면, 

2순  이메일, 3순  유선 화 매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매체들이 요구하는 커뮤니 이션 방

식에 조직 내 깊게 뿌리내린 습  항이 있고 

통 인 매체들이 주는 경험  익숙함에 따른 

조직 내 배타  역이 여 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업무특성 외에 조직 내 매체 

연구의 요한 한 축인 조직 내 커뮤니 이션 상

방을 세부 으로 분류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업무특성과 더불어 

커뮤니 이션 계에 따른 구성원들의 매체 인식

과 선택 등 조직 내 인 매체에 한 실제  함

의를 구체 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조

직 내 표 인 인 매체들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 사태(Covid-19)로 인하여 조직 내 심과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업무용 메신 (잔디, 로

우 등)들을 설문지에 추가하여 조직 내 매체 선택

의 다양한 변화 등 새로운 매체들의 활용  상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는 

최신데이타를 연구분석에 활용하 으나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해 격히 달라진 조직매체 지형

을 온 히 반 하지는 못했다. 변하는 조직 내 

매체환경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연구의 지속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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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조직 내 다매체 시 가 실 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논문은 매체 연구, 즉 조직 내 인 매체의 인

식과 선택을 통한 조직 내 인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과 인식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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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ask Characteristics on the Selection of Interpersonal 
Media in Organizations: Focus on Media Perceptions

Kyung-Ho Jung, Hyun-Joo Kim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delineate the influence of task characteristics on the selection of media within 

organizations. Results showed that face-to-face is by far preperred, followed by email and fixed-line 

telephones, suggesting that, even in various media environments, traditional media as face-to-face 

and e-mail still prevail over new technology such as Kakao Talk. In terms of correlation between 

task characteristics and media perception, task ambiguity correlates highly with economic factors 

and convenience. This seems to be the meaningful finding of the study in that, when tasks are 

ambiguous, efficiency (represented by such factors as economy and convenience) is considered 

more highly than social presence and media richness, Finally, task interdependence also correlates 

highly with convenience, followed by media richness and social presence, but with only small 

margins.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re is a collision point when selecting media within 

organizations. That is, when the task is interdependent, social presence conflicts with economic 

factors, thus making the media selection confusing and inconsistent. What also needs to be 

mentioned is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preferred if task ambiguity is high, whereas 

e-mail is preferred if task ambiguity is low.

Keywords: Task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Media, Media Selection, Media Perception, 

Task Ambiguity, Task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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