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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업에  사용하는  UC  통채 로  향  수립하는  목적  다. 근 많  

업에   UC 도  검 하거나 도 하여 하  해 력하고 다. 본 연 에 는 단순한 능적 측

 점에  어나 SNS나 UC  본래 목적  통에 한 심에  한다. 하 마스  사 통행 론에 

하여 사용목적과 생 계  능  도 하 다. 연 는 첫째, SNS  mUC 용에 어 행 나  에 

따  사용상 차 가 는지, 째 SNS  mUC가 생 계에 미치는 향에 한 차 가 는지 하고, 째 

SNS  mUC 용에 어 용  특 에 따  차 가 는지 검 하는 것  주제로 하 다. 연  결과 SNS  mUC

용에 어 행 나  에 따  사용상 차 가 었고, 째 생 계에 미치는 향에 한 차 는 거  

없었 , 째 용  특 에 따  차 가 는 것 로 나타났다. 본 연 는 업에  mUC  도 하거나 할 

때 향  수립에 여할 것 다.

주제어 :  UC, SNS, Habermas, 사 통행 론, 생 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ose direction about mUC as a communication channel in the 

company. Recently, many companies have started to adopt or try to vitalize the use of mUC. This study starts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SNS or mUC. The purpose and function 

of life-world are drawn based o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Firstly, this study will check on a 

difference in usage over the action and articulation between SNS and mUC. Secondly, this study will examine 

a difference of effect of life-world between SNS and mUC. Thirdly, to check that there i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user characteristics. The result 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about action and articulation but little 

differences of effect to the life-world between SNS and mUC. Also, there i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user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compose direction when a company adopts or vitalizes m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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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교통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뉴스

검색, 음악 청취와 더불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은 아주 일반 인 경이 되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하 SNS 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SNS 이용은 기업 업무에도 많이 용

되고 있다. 다수의 업무에서 모바일화가 상당히 진척되

어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웹 서

비스도 모바일 앱 환경으로만 구성된 모바일 온리

(mobile only) 개념이 보편화되어 PC 기반의 웹 서비스

는 제공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다. 기업 내 커뮤니 이

션을 지원하는 자메일, 자결재, 게시 등의 그룹웨

어도 모바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소 트,

IBM, 시스코 등의 로벌 기업들도 모바일 기반(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UC(unified communication) 서비스

를 제공하여 모바일화되는 기업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SNS 활용 정도와 업무성과가 연 성이 높다는 연구

[1]가 뒷받침하듯 카카오톡 등의 SNS를 기업 업무에 직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모바일 기반의 UC(이하 모

바일 UC 는 mUC)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기업들도 증

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퇴근 이후에는 SNS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근로기 법 개정안 발의도 이러한 경

향을 반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UC를 결합

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업무효율성 증 를 기 하며 도입되는 mUC는 기능도

많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도 유연해서 형태를 목 에 따

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 그러나 활용의 범 가 넓고

업무 효율도 높일 것 같은 mUC 도입에 있어 목 이나

비용, 세부 인 도입방안 효과 등을 고민하며 쉽게 도

입 결정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고, 상용 서비스가 만족

스럽지 않아 자체 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

다. 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도입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용이나 효과가 기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 기에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

스의 특징은 단순한 자 장비의 사용 그 이상이다.

mUC가 기존 PC 기반의 UC에 모바일 기능들을 단순히

추가한 기능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 을 두고 만

들어진다거나 제공된다면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높

다. 모바일 기기나 서비스는 개인의 사생활과 하게

결합되어 있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

인 , 사회 , 문화 측면의 통찰이 결합되어야만 제

로 된 모바일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활

용과 련이 높은 스마트워크에서도 기술이 아닌 조직

문화나 규칙과 같은 측면이 활성화에 있어 더 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2].

mUC가 시장에서 제공이나 도입, 서비스의 완성도 측

면에서 기상태인 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의 연구

를 통해 그 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UC의 궁극 목 이 기업 내·외부의 소통에 있

다는 을 기 로 하여 연구방향을 잡고자 한다. 이를

해 사회학 으로 소통에 한 깊은 통찰과 시사 을 제

공하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행 이

론에 따른 소통과 행 의 을 도입하여 mUC가 행

와 소통 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

고자 한다. 이는 기업에서 mUC를 도입하는 기 을 제공

하거나, 도입 이후 제 로 안착이 되지 못할 경우 원인을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mUC의 형태나

기능을 볼 때 가장 많이 참조되거나 비교되는 것이 SNS

이다. 그러나 기업업무에 특화된 mUC는 SNS와 여러 측

면에서 유사 도 있겠지만 차이 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으로 일반화되고 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있는 SNS

와의 비교는 mUC의 방향성 기 을 잡는데 효과 일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행 이론이라는 사회학

을 기반으로 SNS와의 비교를 통해 소통 측면

에서 mUC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mUC의 방향성을 제

시하는 것이 목 이다.

본 연구의 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주제 1] SNS와 mUC 이용에 있어 행 나 발화의

유형에 따른 사용상 차이가 있는가?

[연구주제 2] SNS와 mUC에서 이용자의 생활세계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주제 3] SNS와 mUC 이용에 있어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SNS와 mUC간 상기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SNS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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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소통 의 mUC 특징을 도출하

여 기업에서 mUC 도입과 사용 시 방향성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헌 고찰

2.1 하 마스  사 통행 론

사회 계 네트워크에서 주체들 간 상호이해에 바

탕을 두는 것이 의사소통행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의사소통행 란 화자와 청자의 상호

이해에 기반한 동의에 기 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

를 말한다. 그 기 에는 화자와 청자가 하고 있는 화행

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서로 이해한다

는 것이다. 화자나 청자는 자신의 화행의 타당성 주장이

명시 으로 검토되는 토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서로의

타당성 주장이 배치될 경우 토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타당성 주장은 발언이 여러 조건들을 만족

하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학문 진리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행 조정의 한 방안으로써 상호이해 동

의를 구하는 것이다[3].

하버마스는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서양의 합리

성 을 인용한다. 베버는 인간의 행 를 사회학 으

로 연구하기 해서 사회 행 를 설정하고 해석학 으

로 이해하며 인과 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사회학 방법론

을 제시하 다[4]. 베버는 행 를 목 합리 행 , 가치

합리 행 , 감정 행 , 통 행 로 분류하 다. 목

합리 행 는 외부의 상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상해서 합리 으로 계산하고 원하는 목 을 한 조건

이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 를 말한다. 가치합리 행

는 순수하게 어떤 행 의 무조건 인 고유 가치에

한 믿음에서 성과와 무 하게 행해지는 행 를 말한다.

감정 행 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 상태에 따른 행 를

말한다. 통 행 는 익숙한 습이나 습 에 따르는

행 를 말한다[3].

이러한 행 에 있어 언어가 합리 행 와 련하여

요한 지 를 차지하는데[5], 하버마스는 이를 하여

의사소통 행 를 추가하여 설명한다. 모든 행 는 합

리 타당성 주장과 토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요

하다. 이에 하버마스는 오스틴(John Austin)과 설(John

Searle)의 화행이론을 도입한다. 설은 화행을 명령 화

행, 서술 화행, 규제 화행, 표출 화행으로 분류하

다. 여기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화행과 조작 화행

을 추가하 다. 명령 화행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 원

하는 것을 산출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화행이다. 서술

화행은 객 세계 안에서 사실을 재 하고자 하는 방식의

화행이다. 규제 화행은 공동의 사회세계 안에서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호 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화행이

다. 표출 화행은 주 세계와 계하여 주 체험을

청 앞에 노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사

소통 화행은 규제 화행의 부분집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 과정에 한 성찰 계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즉 타당성 주장에 한 논증 응

과 계된 화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작 화행은

논리학이나 수학 등에서추론, 계산, 분류등 구성 규칙

용을 나타내는 화행을 말한다[3].

하버마스는 주체들 간 행 와 화행에 있어 의사소통

합리성이 제되어야 하고, 서구사회의 발 은 이러

한 합리성에 기 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도 합리 의사소통에

기반해야 더 건 한 발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행 는 개인을 합리 으로 공동체의 통합

질서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해 하버마스

는 사회질서의 원 토 역할을 하는 생활세계라는 개념

을 도입하 다[6, 7]. 의사소통 행 자들은 생활세계를 벗

어나지 않고 생활세계의 지평 내에서 움직이며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생활세계 구조는 상호이해가 가능한 상호

주 성의 형식들을 확정해 놓았다. 이로써 생활세계는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월 인 장소가 된다. 화자와 청

자의 발언과 타당성 주장이 세계(객 세계, 사회세계, 주

세계)와 부합하고, 이런 타당성 주장에 해서 비 하

고,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동의를 이끌어내기 한 토

의가 가능한 공간이 바로 생활세계이다[8]. 아래의 [Fig.

1]은 세계와 화자와 청자간의 의사소통행 에 한 간략

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상징 구조들은 타당한 지식의

지속, 집단 연 의 안정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행

자의 양육을 통해 재생산된다. SNS나 mUC에서의 의사

소통행 를 제공하는 생활세계도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

들을 통해 문화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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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공할 것이다. 문화 재생산, 사회통합, 그리고 사

회화의 재생산 과정에 각각 문화, 사회, 인격이라는 생활

세계의 구조 요소가 상응한다.

* Source: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 Nanam(2006), pp. 207

[Fig. 1] World relation of Communicative Action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상호이해를 도모할 때 다양한

해석들을 제공하는 자원이 되는 비축지식을 문화라 한다.

생활세계의 문화 재생산은 의미론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기존 세계에 연결되도록 연속성과 정합

성을 제공한다. 문화 재생산에 장애가 발생하면 문화

역에 의미상실이 발생한다.

사회집단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연 를 확립할 때

정당한 질서를 사회라고 한다.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사회 공간의 차원에서 기존

세계에 연결되도록 안정화와 연 를 제공한다. 사회통합

의 재생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아노미 상태

의 병리 상이 발생한다.

한 주체를 행 능력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자로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

력을 인성이라 한다. 생활세계의 사회화라는 시간 차

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세계에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생활과 집단 생활형식의 조화를 이루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기능이 제 로 작동

하지 않으면 인격 심리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토 에서 이해지향 행 의 재생산 기능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은 의사소통 행

에 한정됨으로써 형식 이고 념 이란 부정 평가도

있으나, 합리 의사소통행 를 통해 건 하고 합리 인

사회 질서의 정 에 있어 바람직한 기 을 제시할 수 있

다[6]. 한 문화 지식을 해석, 사회의 통합, 정체성 형

성의 사회화의 과정으로써[9] 물질 체계에 의해 식민

지화되고 있는 사회에 한 통찰을 제공한다[10].

Reproduction

Course

Structural

Element
Function

Cultural

reproduction
Culture

Transmit, criticize and acquire the

cultural knowledge

Society

unification
Society

Behavior regulation based on

mutually approved propriety

insistence

Socialization Personality Forming the identity

<Table 1> Reproducing function of Action

2.2 SNS  통 특징  능

SNS는 2000년 반 도입된 이후 다양한 형태와 목

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SNS에 한 개념 정의

도 다양하다. 소통의 에서 보자면 자신의 의견, 생각,

이나 경험 등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해 이용하는

틀이나 랫폼을 말하는데, 문자나 음성, 상 등의 콘텐

츠를 제작, 송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소 트웨어를 이용해

참여자들이 정보나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화

형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11]. 최근에는 부분의 사용

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SNS를 이용하고 있다.

웹기반의 SNS는 계 맺기, 커뮤니 이션, 콘텐츠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의 기능 활용으로 주로 이용하며, 모바

일 기반의 SNS는 물리 공간에서의 친구 찾기, 콘텐츠

공유, 마이크로 블로깅, 치기반 서비스 등 이동성과 입

력도구의 제약성을 감안한 기능 이용의 특성을 나타낸

다[12]. SNS를 사용자간 교류를 해 다자간 커뮤니 이

션 재를 하는 인터넷 기반의 지속 채 로 정의하기

도 한다. 이는 SNS가 제공하는 기본 인 기능에 의한 특

성과 사용자 체에 의해 발생하는 더 큰가치에 한 개

념이 포 된 개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13].

SNS는 매체나 소통 특징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SNS는 크게 계 심 SNS와 소통 심 SNS로

나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교

류, SNS 이용에의 참여, 정보 획득을 해 SNS를 이용

한다[14]. 다른 연구에서는 SNS의 이용형태를 계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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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인 정보 근, 자아표 으로 구분하 다[14]. 한

모바일 SNS의 이용동기를 기능 동기, 사회 동기, 유

희 동기로 나 수도 있다[15]. 즉 SNS 이용은 객

인 정보와 련된 행 , 다른 사람과 화하거나 참여하

는 행 , 자신을 주 으로 표 하는 행 를 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SNS의 범 에 카카오톡과 같이 화자와 청자가 폐쇄

된 화를 나 는 것을 포함하는지에 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SNS의 범주에 카카오톡을 포함하면서 메신

기능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기 으로 당사자간의 메시

지가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카카오톡을 폐쇄형 메신

(closed messenger)로, 페이스북 등을 개방형 메신

(open messenger)로 구분하 다[16, 17, 18]. SNS가 제공

하는 기능들로 상용화된 서비스들을 나 어보면 계 지

향형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템블러, Summly 등),

공유형 서비스(유투 , 티빙, 인터 스트미 등), 집단지성

서비스( 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등), 블로그(블로그,

트 터 등)로 나 수 있다[14].

SNS 이용이 사회나 사회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특정

공동체의 사회 자본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SNS를 활용한 학습에서의 상호작

용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성과 증진 연구에서 자아탄

력성, 사회 지지가 수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 특성이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한 개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분에서 자기노출이

즐거움과 사회 유 감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SNS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

났다[21]. SNS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

인 것과 사 인 것의 결합이고, 감성 소통 양식을 통한

문화 공론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SNS는 뉴스 공간

으로써 공 이면서도 사 이고, 사 이면서도 공 인 내

용들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22, 23]. 이는 사회 , 문화 교류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NS가 권력의 측면에서는 통제와 련된 이슈

도 많고, 집단주의와 여론몰이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 이에 한 항으로 이용자 상과 특징에 한 재

인식, 놀이로써의 항, 자원의 상호 교환을 한 사교모

임 집단 활성화, 집단 지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

용된다[24].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SNS는 문

화나 사회 세계 구조요소들과 많은 련성을 가지고

있다.

2.3 그룹웨어  UC

기업에서 의사소통이나 업무 효율화를 해 도입하여

보편화 된 개념인 그룹웨어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공동

작업(CSCW: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개

념이 확신된 후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조직 내·외의 커

뮤니 이션, 공동작업 등을 지원할 목 으로 정보공유,

의사결정지원, 작업 리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기업들이 그룹웨어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 간 의

사소통, 결재 간소화, 사내지식 공유, 문서발생 비용 감

등이다. 이러한 그룹웨어 기능 표 인 것으로는

자메일, 자결재, 사내게시 , 기업포털 등이 있다[25].

한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효율화하기 해 조

직 리나 의사결정과 련된 다양한 기능이나 시스템들

도 있다. 경 정보시스템(MIS),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 집단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과 같은 시스템

들도 그룹웨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26]. 이러한

그룹웨어의 기능을 하버마스가 말한 사회 행 에

서 도구 그룹웨어, 의사소통 그룹웨어, 토의 (논증

) 그룹웨어, 략 그룹웨어로 분류할 수도 있다[27].

그룹웨어는 조직에서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여 조

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의 많은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업무 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더욱 정확

하고, 빠르고,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과 이러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

의 통합과 조직원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그룹웨어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커뮤니 이션에 특화

된 개념으로 UC를 들 수 있는데, 화, 팩스, 이메일, 핸

드폰, 메신 , 상통화, 음성메일 등 기업 내부의 다양한

소통 도구를 단일 랫폼 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UC는 단일 제품이 아닌 다양한 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

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UC의 보편 인 모습은

VoIP 서비스가 PC 기반의 채 컨퍼런스 등의 기능

을 가진 부가서비스와 결합되어 구성된 서비스이다[28].

용된 주요 기술을 보면 상회의 공동 작, Voice

Exchanger(호환성이 없는 두 미디어 회의 그룹을 동시

에 연결하여 회의가 가능토록 하기 한 기능), 음성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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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스, 웹 폰, 업(Instant Messenger, 메일, 채 , 문서

공유 등 기능 통합)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모

바일 기반의 인터넷 화 서비스와 모바일화 된 UC 기능

이 결합되어 모바일 UC라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는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인 스마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기

한 통합 커뮤니 이션으로 업무 로세스와 목되고

있다[29]. ICT 인 라와의 련성 시간과 공간 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식이라는 자원의 요성과 커

뮤니티 활성화, 업, 공유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들이

스마트워크를 해 요한 커뮤니 이션 도구의 특징이

되고 있다[30].

SNS 서비스가 나온 이후부터 UC는 기본 인 커뮤니

이션 서비스( 화, SMS, 채 , 이메일)에 소셜 네트워

킹 서비스(조직도, 게시 , 커뮤니티, 쪽지, 로 일 서

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31]. 알카텔 루슨

트에서도 SNS와 UC를 결합하는 것에 한 심과 연구

가 많으며, 이는 최근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소셜 네트

워킹 시스템들로 인해 사회 계를 생성, 유지, 이해하

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UC 서비스가 기능이 많이 증

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32]. 를 들면 UC에 소셜

네트워킹을 결합하여 SNS상에 있는 정보도 구하고 필요

한 경우 문가를 업무 커뮤니티에 하여 업을 추

진함으로써 기업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한 자원

을 사내, 트 회사, 외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로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NS에서 정보보안의 이슈가 크게 두되고 있는 것

처럼[33] 소통의 경계가 외부로 확장됨으로써 기업 내부

의 정보에 한 보안 문제도 이슈로 두되고 있다.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나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과 같은 보안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모바일과 같은 기업 외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경우 기능의 제한 등으로 사용자들이 아직까지

불편을 겪고 사용을 기피하는 문제 도 나타나고 있다

[34]. 한 동일하지 않은 근성, 미디어가 유일한 소통

채 이 될 우려, 직원간 친 성이 높아져 사생활이 무

져버리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35].

UC는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주된 기능

을 가지고있다. 임직원들 사이의 업무 지시와 소통, 의

견 공유 등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

가능하도록 기능들이 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의사소통 기반의 화

나 의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UC, 특히 스

마트워크를 지향하는 모바일 UC에서는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는 기업의 통

합기능과 고 인 기업의 교육과 업무체계가 아닌 새로

운 스타일로의 변화 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연   

3.1 연  가

본 연구는 SNS와 mUC의 기술 , 서비스 의

비교가 아닌 사용목 과 세계에서의 재생산과 련된 사

회학 에서의 비교연구로 진행하 다. 하버마스의

행 이론과 화행이론을 정리하면 발화의 목 은 크게 다

섯 가지로 나 수 있는데 명령 발화, 서술 발화, 규

제 발화, 극 발화, 의사소통 발화가 그것이다. SNS

와 mUC에서도 사용자들의 발화행 (음성, 텍스트, 상

등)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발화 목 으로 이루어진다. SNS

이용목 에 한 문헌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NS

의 이용목 은 객 인 정보와 련된 행 , 다른 사람

과의 화나 참여행 , 자신을 주 으로 표 하는 행

가 있다[14, 15]. 따라서 SNS상에서의 발화행 는 서

술 발화, 극 발화, 의사소통 발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mUC는 업무 특성상 업무지

사나, 회사생활과 련된 사회의 정책 내용 달 는

업을 한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주된 목 이다. 회

사 내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을 단순히 달하는 목 으로도 메일이나

그룹웨어 소 트웨어들과 함께 많이 사용될 것이다[29].

따라서 mUC를 이용한 발화행 는 명령 발화, 서술

발화, 규제 발화, 의사소통 발화가 많을 것으로 상

된다. 선행연구를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다.

H1 : SNS와 mUC는 발화목 에 따른 사용 특성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 를 설명하면서 생활세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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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을 도입하 고, 의사소통행 에 내재하는 문화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의 기능에 맞추어 생활세계가

문화, 사회, 인성이라는 구조 요소를 갖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SNS로 소통이 일어나는 생활세계는 일반

인 사회세계와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사회공간의 이

세계로 이루어진다. 장우린(2015)의 인터넷에 한

하버마스 이론을 이용한 연구는 인터넷에서의 생활세계

를 자율 재와 조정이 일어나는 세계로 규정하고 있

다[36]. 즉 SNS의 소통세계는 나름의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인 생활세계에서와 같은 구조 요소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SNS에서의 여론형성, 사회 이슈에

한공론화 등을 통해 볼 수 있는것처럼문화 재생산

과 사회통합을 한 새롭고 강력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격형성을 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체계

화된 교육의 목 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이버

왕따 등 인격형성에 나쁜 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다. 따

라서 SNS의 생활세계는 문화 재생산(문화라는 구조요

소), 사회통합(사회라는 구조요소)과 연 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mUC가 이용되는 생활세계는 기업

이라는 독특한 생활세계이다. 각 기업의 문화, 산업의 종

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생활세계를 가지긴 하지만 동

일한 목 을 가진 집단이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

업 내 소통을 목 으로 활용되는 mUC는 기업의 통합을

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통합(사회라는 구조요소)과 연

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상기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 : SNS와 mUC는 생활세계의 구조 요소와의

계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기의 SNS와 mUC가 가지는 의사소통행 의

특징들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기업에서 SNS 사용에 한 기 을 결정할 때 성

별, 근속 년수, 조직 구조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37]. SNS의 개인 이용이 회사에서 업무와 무

해 보이지만 임직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 SNS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SNS를 많이 이용하고 소통에 정 인 사

람이 mUC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37]. 결과와 차이가 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나이가

거나 SNS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기업용 소셜미

디어에 해 부정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거나

SNS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기업용 소셜미디

어가 회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38]. 이러한 SNS와 mUC의 이용자 특징의 선행

연구를 토 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3 : 이용자 특성은 SNS와 mUC의 발화나 생활세계

에 따른 특징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  

본 연구는 SNS와 mUC에 한 설문을 통해 통계 으

로 비교하는 정량 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하 다. 정량

분석을 해 앞의 선행 이론 연구와 가설설정에서 설

정한 변인들에 한 개념 정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 이론[3, 8]에서 차용하 으며 <Table 2>와 같다. 연

구 가설별 세부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는 SNS와 mUC의 발화구분에 따른 사용 특성

평균 상 계 분석을 통한 비교, 둘째는 SNS와

mUC의 생활세계 구조요소 측면에서 계의 평균 상

계 분석을 통한 비교, 셋째는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

이의 카이제곱 분석이다.

본 연구를 해 연구자는 2016년 6월에서 7월까지 온

라인을 통해 177개의 직장인 샘 을 모집하 으며, 이

설문답변이 불성실한 5개의 샘 데이터를 제외한 172개

의 샘 을 사용하 고, 데이터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다.

4. 연  결과 

4.1 표본  특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3>와 같

다. 응답자는 국내 기업 소기업 종사자 172명이

며, 남성 70.3%, 여성 29.7%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 규

모는 1,000명 미만이의 소기업 근무자가 40.7%, 1만명

이상 기업이 50.6%로 회사규모에 한 비교가 가능하

게 하 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7.6%, 학교 졸업이

65.7%, 학원 이상 졸업이 25.0%로 분포되어 있다. 업

무형태는 사무실 내근이 59.9%, 외근직이 25.0%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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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Frequency Rate(%)

Sex
Man 121 70.3

Woman 51 29.7

Age

below 20 3 1.7

21∼30 18 10.5

31∼40 49 28.5

41∼50 96 55.8

over 50 6 3.5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13 7.6

bachelor's degree 113 65.7

studying graduate

school
3 1.7

over Master degree 43 25.0

No. of

staff member

below 100 48 27.9

101∼1,000 22 12.8

1,001∼5,000 10 5.8

5,000∼10,000 5 2.9

over 10,000 87 50.6

Working type

office work 103 59.9

outside work 43 25.0

manufacturing work 4 2.3

research work 8 4.7

etc. 14 8.1

<Table 3> General Character of Samples

4.2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섯 가지

발화 유형에 따른 활용정도에 한 설문조사의 평균분석

결과와 SNS와 mUC의 발화목 에 따른 특징 차이가 있

는지에 한 t-검증 결과는 아래 <Table 4>과 같다.

SNS는 문헌연구를 기 로 한 연구가설에서 상한

것과 같이 서술 발화와 극 발화가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의사소통 발화는 보통 정도의 수 으로 나타났다.

명령 발화는 낮게 나타났고 규제 발화는 보통 정도

의 수 을 보이고 있다.

t-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t값은 모두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고, 상 계수도 서술 발

화만 0.4를 조 상회하고 나머지는 모두 0.4 이하로

SNS와 mUC의 발화유형은 통계 유의수 하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NS와 mUC는

의사소통행 이론에 따른 발화의 목 에서 볼 때

다른 목 으로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Table 4>에서 나타난 것처럼 SNS는 서술 발화,

극 발화 목 으로 많이 이용되고, mUC는 명령 발화,

서술 발화, 규제 발화, 의사소통 발화 목 으로 많

이 이용되어 두 서비스는 사용목 의 차이가 있어 선행

연구를 통한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 은 문헌연구를 통한 가설에서는 의사소통

발언이 SNS에서도 높을 것으로 상되었으나, 설문 결

과에서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SNS에서는 단순

히 서술 , 극 발화가 많고 상 방과 토의를 통한 의사

소통 발언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

해 mUC에서 의사소통 발화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

무 으로는 결론을 도출하기 해 지속 인 토의와 논리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mUC를 이용하여 이러

한 의사소통 발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SNS와 mUC가 생활세계 기능 구조요소와의 계에

있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 다. 평균분

Variables Definition Question

Imperative articulation
Articulation that the listener produces what the

speaker wants
Using the adversary to act what one ask for

Descriptive articulation Articulation that one reenacts truth in objective world Using to send a fact or an objective context

Regulatory articulation
Articulation that one produces mutual relation which

recognized right in social world

Using the adversary behaves based on social standard or

norm, or to make relationship

Dramatic articulation
Articulation that one wants to expose one's subjective

experience

Using to express one's feeling, preference or subjective

experience

Communicative articulation
Articulation related to demonstrative reaction about

validity argument

Using to persuade adversary logically or to communicate

with others

Cultural reproduction

Reproduction of stored knowledge that becomes

resource for diverse interpretation when

communicators try to produce mutual understand

Possible to transmit, to criticize, and to acquisite of

cultural knowledge

Society unification To make royalty and solidarity in society
To contribute social unification through socially

acknowledged resonable request for mediation

Socialization To make a person gets a capacity and has a being Helpful to be socialized through identity formation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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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와 t-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SNS는 문화 재생산 기능이 높게 나타났고, mUC는 사

회통합 기능이 4.42의 평균값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SNS 이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화 기능은 보통 정도

로 나타났다. mUC를 이용한 문화 재생산과 사회화 기

능도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SNS와 mUC의 생활세계에서의 기능 역할에 차이

가 있는지 검정한 t-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t값은

문화 재생산만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도 0.05보다 작

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 계는 0.5 이상으

로 다소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

합과 사회화는 t값이 ±1.96보다 작고 유의확률도 0.05보

다 커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479

와 0.481로 ±0.4∼0.7미만 구간에 속해 다소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mUC는 생활세계와 맺는 기능 , 구조 특징

이 문화 측면만 차이가 있고 사회통합과 사회화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SNS와 mUC는

상 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mUC가

각각 다른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생활세계

와의 여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mUC는 회사

내의 통합과 연 이 많아 임직원의 사회화와 련이 많

을 것이라고 상되었으나, 보통 수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로 설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발화나 생활세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 기업의

사용 UC의 종류, SNS 사용횟수, mUC 사용횟수, SNS

사용시간, mUC 사용시간, 성별, 연령, 학력, 회사규모, 업

무형태에 따라 발화나 생활세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

제곱 검증을 통해 검토하 다. 카이제곱 검증에서 5보다

빈도가 작은 셀이 많을 경우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므

로, 각 특성을 많고 음으로 이분하여 변수 코딩 후 재

분석을 실시하 다. 이용시간은 10분 미만의 사용자

와 10분 이상의 보편 사용자로 구분하 다. 연령은 40

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업무형태는 내근

직과 외근, 생산 등 내근직이 아닌 업무로 구분하 다.

Articulation types
SNS usage

duration
Age Work type

Imperative articulation 0.245 0.011 0.028

Descriptive articulation 0.061 0.097 0.029

Regulatory articulation 0.171 0.277 0.160

Dramatic articulation 0.000 0.245 0.252

Communicative articulation 0.007 0.102 0.141

Cultural reproduction 0.134 0.379 0.816

Society unification 0.446 0.164 0.054

Socialization 0.364 0.101 0.144

<Table 6> p-value of Chi-square analysis 

about SNS 

<Table 6>은 SNS에 한 카이제곱 분석에서 유의확

률이 낮은 사용자 특성 세 가지에 한 유의확률 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SNS 이용시간, 연령, 업무형태가 표

으로 사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은 특성이다. SNS 이

용시간이 많을수록 극 발화, 의사소통 발화 목 으

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많이 이용

할수록 자신의 주 상태나 감정 표 을 더 많이 하

게 되고, SNS에 익숙해져 의사소통 발화도 많은 것

Articulation types
SNS mUC t-Test

Mean Std dev Mean Std dev t snf prob. corr-coef

Imperative articulation 3.47 1.82 4.88 1.64 -6.857 0.000 0.266

Descriptive articulation 4.60 1.67 4.99 1.50 -2.299 0.023 0.402

Regulatory articulation 3.88 1.59 4.63 1.53 -4.158 0.000 0.291

Dramatic articulation 5.10 1.76 3.82 1.71 5.858 0.000 0.187

Communicative articulation 4.07 1.75 4.76 1.51 3.463 0.001 0.210

<Table 4> Articulation purposes Result

Fuction of Life-world
SNS mUC t-Test

Mean Std dev Mean Std dev t snf prob. corr-coef

Cultural Reproduction 4.77 1.52 4.22 1.58 3.711 0.011 0.517

Society Unification 4.24 1.56 4.42 1.63 -1.139 0.257 0.479

Socialization 4.09 1.56 4.00 1.61 0.543 0.588 0.481

<Table 5> Life-world Reproduction Re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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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명령 발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하는 보조

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업무형태는 내근직이 SNS 명령 발화나 서

술 발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ticulation types
mUC usage

duration
Age Work type

Imperative articulation 0.132 0.212 0.255

Descriptive articulation 0.801 0.046 0.204

Regulatory articulation 0.453 0.035 0.152

Dramatic articulation 0.143 0.812 0.762

Communicative articulation 0.003 0.013 0.235

Cultural reproduction 0.001 0.135 0.192

Society unification 0.004 0.511 0.019

Socialization 0.027 0.011 0.060

<Table 7> p-value of Chi-square analysis about

mUC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mUC도 SNS와 마찬기

지로 mUC 이용시간, 연령, 업무형태가 표 으로 사용

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은 항목이다. 이외에도 SNS 이

용빈도나 이용시간, mUC 이용빈도도 다른 사용자 특성

에 비해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mUC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mUC를 통한 의사소통 발화가 높고,

문화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 기능을 한다고 단한

다. 이것은 mUC를 많이 사용할수록 업무에 더욱 소통

발화가 많아지고, mUC 이용을 통해 회사의 생활세계에

더 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많을수록 mUC를

이용하여 서술 발화, 규제 발화, 의사소통 발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en(2016)의 연구에서처

럼 mUC를 업무 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한

다고 생각하거나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37]. 한 연령

이 높을수록 회사에서의 사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반 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mUC 사용과 회사라는

생활세계와 연 이 높을 것이라고 단한다. 업무형태에

따라서는 내근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할수록 사회통합이나

사회화의 역할이 높다고 답변했다. 특히 외근직 등 회사

내에서의 생활이 을수록 mUC 등 회사의 소통채 을

통해 회사 내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생활세계

와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mUC를 많이 사

용하는지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에 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 β t p Stat

SNS number

of use

(invariable) 0.277 - 5.473 0.000
R=.418

R²=.175

adj R²=.167

F=21.84

p=.000

mUC number

of use
0.093 0.418 4.673 0.000

SNS use

time

(invariable) 0.276 - 6.682 0.000
R=.364

R²=.133

adj R²=.124

F=15.758

p=.000

mUC use time 0.090 0.364 3.970 0.000

<Table 8> Regression Result

SNS 이용횟수는 mUC 이용횟수에 정(+)의 향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t=4.673(p=.000)로 95% 유의

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

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1.84의 수치를 보

이고 있으며 R²=.175로 17.5%의 설명력으로 보이고 있

다.

SNS 이용시간은 mUC 이용시간에 정(+)의 향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t=3.970(p=.000)로 95% 유의

수 에서 유의하여 가설은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

이 p=.000에서 15.758이고 R²=.133으로 13.3%의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mUC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함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mUC의 특징을 검토하

고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 의 연구이다. mUC의

소통기능에 을 맞추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 이

론에 기반하여 모바일 UC와 형태가 유사한 SNS와의 비

교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주제는 세 가지를 제시하 는데 첫 번째로 SNS

와 mUC 이용에 있어 행 나 발화의 유형에 따른 사용상

의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비교와 t-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 두 번째로 SNS와 mUC의 생활세계의 구조 요소와

의 계에 있어 사용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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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비교와 t-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SNS와

mUC 이용과 생활세계와의 계 인식에 있어 이용자 특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이에 추가 으로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mUC

도 많이 사용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이에 한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는 발화목 에 있어 서술 발화와 극 발

화가 높게 나타났고, mUC는 명령 발화, 서술 발화,

규제 발화, 의사소통 발화가 높게 나타났다. 한 검

증 결과 SNS와 mUC는 발화목 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SNS는 사실 내용을 알리거나 개인

이고 주 인 것들을 많이 알리기 해 사용하고, mUC

는 업무 으로 명령, 정보 달, 규제, 그리고 이러한 내

용들을 합리 인 의사소통 으로 발화하는 목 으로 사

용하여 서로 틀린 소통 목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통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에 있어 체계 이지 못한 사

용으로 인해 사용 임직원에게 업무 과부하를 경우

력에 갈등을 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9]. 그러므로

SNS 사용과 다르게 명령 , 규제 , 의사소통 발화가

많은 업무용 mUC 사용에 있어서는 활용의 체계를 갖추

고 업무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시

간이나 의견 조율을 한 의사소통도 무한정 지속되는

구조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둘째, 생활세계와의 연 에 있어 SNS는 문화 재생

산 기능과 연 이 높았고, mUC는 사회통합과 약간 높은

연 성을 보 다. SNS에서 사회통합이나 사회화, mUC

에서 문화 재생산이나 사회화는 비슷하게 보통의 연

성을 나타내었다. SNS와 mUC의 사회통합과 사회화 기

능에 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

로 SNS와 mUC는 생활세계와 련하여 마주하는 생활

세계가 일반 인 사회 사회 사이버 공간이라는 생

활세계인지, 기업의 생활세계인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SNS와 mUC가 생활세계의 기능요소 재생산과 여

하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기 두 가지의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 두 서비스 동일하게 이용

시간, 연령, 업무형태에 따라 사용자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사

무실 내근 업무가 아닌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특

정한 목 의 발화가 더 높고 생활세계의 기능요소와 더

많은 계가 있다고 단된다. 탕 , 상길, 주시각

(2016)의 연구에서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 커뮤니 이션

도가 높고 집 도가 낮으면 신 이고 정보공유와 아

이디어가 많고, 도가 낮고 집 도가 높으면 신속한 의

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이용시간이나 업무

형태 등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사용하는

기능들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외근직의 경우

집 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형태의 업무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내근직의 경우 도가 높고 집

도가 낮은 형태의 서비스가 합하다. 기업에서 mUC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mUC도 많이 이

용하는지 분석한 결과 SNS 사용과 mUC 사용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reem 등(2015)

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회사 업무시간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소통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Walden(2016)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mUC가 도입되어 있고 이에 한 사용 활성화를 해 개

인의 SNS 이용을 높여주는 회사의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병수 등(2016)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업무와 련하여 SNS나 mUC 사용의 증가

는 업무 과부하를 주어 력에 부정 향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 이론이라는 사회

학 이론을 모바일 소통도구에 용하여 사회과학 연구를

하 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사

회학 으로 인터넷이나 디지털미디어 소통도구에 한

틀로 구성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정량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향후 IT 서비스의 사회 향이나 생활세계에

서의 재생산과 련된 정량 연구에 참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한 mUC의 기능이나 사용 방향성 수립 연구에

서 기능이나 기술 이 아닌 소통이라는 에서

근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는데 다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사회학 이론을 기 로 하여 정량

연구를 진행하는 선구 시도인 만큼 한계 과 약 도

가지고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범주화하여 설문을 통

해 정량 연구로 진행한 선행 연구가 없어 설문 문항을

하버마스의 서나 련 사회학 연구논문을 토 로 차용

하여 도출하다 보니 설문의 객 성 검증에 약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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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으로 련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면 설문이 더

정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기 구조주의

등 다양한 철학 발 으로 다양한 참조할 이론들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세계 개념을 의사소통 행 에

한정하여 형식 이고 념 이라는 부정 평가도 있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 이

유는 하버마스의 이론은 정량 연구를 해 다양한 범

주와 체계 분류의 장 을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기

본 틀로 사용하기에 아직도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mUC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

지 못하고 그 개념이나 기능들도 확실하게 정의되지 못

하다 보니 설문 상 모집단과 표본의 표성이 약한 한

계 이 있다. 설문에서 보이지만 반 이상의 기업들이

PC 기반의 UC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mUC의 도입도

기업 등 도입 여력이 있는 기업들 주이다. 본 연구가

기업들의 mUC 도입에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

하는 연구임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더 충

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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