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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ers has rapidly grown, SNS has become a 
core tool of the communications in daily life. SNS has also penetrated a variety of decision 
makings and communications of employees’ life in their organizations.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horizontal-communications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NS usages. We analyzed the 
survey-data from 225 of Mongolian employees who utilize the organizational SNS in their 
companies. In doing so,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NS usag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the horizontal-communications. Seco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satisfaction of the horizonta- 
communication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horizontal- 
communications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moderated by the frequency of SN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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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양방향 소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웹 2.0시

대는 참여과 개방, 공유를 핵심 요소로 표방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언제 어디서

나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대변되는 SNS는 스마트폰의 성장과 더불어 더

욱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일반인들의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SNS 활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조직이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벗어

나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SNS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식 

및 정보 공유 등이 활발해지면서 의사소통 방

식 또한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형태

로 발전하였다. 이는 SNS 이용자들 간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

는 등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에 따르면 국내 직

장인들 41.8%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SNS를 

업무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13%는 

SNS를 하루에 1회 이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상당 수

가 SNS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SNS가 이용자들 개개인의 일상생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

게 직장생활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전에 없던 찬반 

논란이 일게 되었다. SNS 이용이 지식이나 정

보 공유 등을 통해 개인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된

다는 측면과 이와 반대로 오히려 불필요한 SNS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부정적

인 측면이 있다는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양상

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의 SNS와 스마트기기 활용 조사에서 직

장인의 52.6%가 IT를 활용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

히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한 긍정적 측면의 

이유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답

변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 자료 접근 

및 보완 용이’(26.6%), ‘업무 시간 단축’(5.7%)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동일한 조사에서 부정적인 측면

의 결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SNS와 스

마트 기기 활용은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심해

진다는 답변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와 

일상생활 간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업무 시간

이 늘어났다’는 답변이 22.5%, ‘회사의 통제가 

증가한다’는 답변이 18.8%로 나타났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환경을 구축함

으로써 구성원들 간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

고 아이디어 및 다양한 의사를 전달해 업무 달

성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기업이 성

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Kim Il-Ho, 2013). 또한 조직의 커뮤니케

이션은 종업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일체

감을 제고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며 종업원

의 상호작용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

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조직의 업무 성

과를 향상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

는 역할을 한다(Min Sun-Ki, 2009). 이와 관련

해 Kim Yoon-Mi and Chung Dong-Seop 

(2014)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SNS 

활용은 구성원들의 직무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기업 구성원들의 SNS 활용이 종업원 

및 기업의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

친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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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2016)의 연구에서 사내 SNS 이용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결국은 직무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는 SNS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SNS 피로감’이라는 개념이 구성원의 업무 성

과를 저하시킨다는 연구(Park Hyun-Sun and 

Kim Sang-Hyun, 2016)와도 일맥상통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SNS 활용에 관

한 부정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SNS 이용과 관

련된 독립변수와 직무 성과 등으로 표현되는 

결과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로 ‘SNS 스트레스’, 

‘SNS 피로감’ 등과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

다. 즉, SNS를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개인의 

업무나 직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SNS를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인지하게 되는 ‘SNS 피로감’이라는 인식이 실

제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

던 SNS가 이제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

통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도구로 주목받고 있

으며, 향후 SNS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제고

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iron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SNS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 몽골기업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직의 성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에서의 SNS 이용과 관련한 연구가 아직

은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몽골의 경

우는 SNS 활용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대

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 

활용도가 기업 내의 의사소통과 조직의 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의 

SNS 이용 빈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커뮤니

케이션 만족도가 SNS 이용 빈도에 따라 조직

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만족

도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 변수로 SNS 이용 빈도가 긍정적

인 역할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할지

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실제 기업 조직 내 커뮤

니케이션 담당 부서에도 풍부한 실무적 시사점

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문헌 연구

1. 조직유효성 관련 연구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이란 조직의 운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조직이 가진 목

표나 구성원 개인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가리킨

다. 이는 능률과 유효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능률이라는 개념은 지향할 활동이 

어느 정도로 수행 되었는지를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시하며, 반면에 유효성의 경우는 정

해져 있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Drucker, 1979). 

Seashore (1967)는 조직유효성을 “희소성을 

가진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척하는 

조직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유효

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역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Dalton (1980)

은 조직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경제적 성과지

표로 매출액과 수익성, 생산성 등이 해당되며 

두 번째는 심리적 성과지표로 직무만족도나 조

직몰입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직 관련 

실증적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지표 보다는 

심리적인 지표를 많이 활용해 왔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조직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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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리적인 성과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심리적인 지표 중 하나인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일

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Locke, 1976),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욕구 만족의 정도를 나

타내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McComick and 

Tiffin, 1942). 직무만족은 조직의 성과 및 건전

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역할을 하며 직무만

족도가 높은 종업원은 아이디어의 창출뿐만 아

니라 업무의 개선이나 조직의 혁신 등을 이끌

어내고 다른 종업원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도 형

성함으로써 업무 관련 협력 및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수행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은 자신의 

행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Shin Chul-Woo, 

1999). 

나머지 심리적 지표인 조직몰입(Organi- 

zational commitment)은 개인 구성원이 얼마

나 자신의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신을 조

직과 동일시하는 정도와 조직의 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여 정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조직몰입도

가 높은 종업원의 경우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Buchanan, 1974). 

Allen and Meyer (1991)의 연구에서는 조직몰

입을 정의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그

리고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의적 몰입은 자신의 

조직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애착감을 말하며 지

속적 몰입은 종업원이 자신의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이익이 더 크다

면 해당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제적

인 개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

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규범에 대한 내용을 

가리킨다.

추가적인 심리적 지표의 하나로 직무성과를 

들 수 있다. 직무성과(Job Performance)란 종

업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업무 결과

나 종업원이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상위 

직급자의 평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Down and Hazen, 1977),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성공적으

로 완수하는가와 관련된 구성원 개별 능력이나 

조직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

다(Koo, Hae-Jin, 2002). 이러한 직무성과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단

순히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조직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조직 유효

성의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다(Steers, 1977). 

이는 조직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활동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능

력이나 특성, 역할에 대한 지각 등에 의해 차이

가 나게 된다. 또한 Famulora (1972)는  업무

량이나 업무 지식, 업무의 질, 의사소통, 주도

성 등으로 직무성과의 개념이 구성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

는 직무성과의 개념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직무

성과는 구성원의 직무수행 능력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들

이 한 조직구성원에서 다른 구성원으로 전달되

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조

직은 존재할 수 없다(Simon, 1945). 따라서 커

뮤니케이션은 가장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사람과 사람 간에 감정이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 커뮤니케

이션’은 이러한 과정을 조직이론의 바탕으로 다

루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Scott and Mitchell (1972)은 조직 커뮤니케

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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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각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조직 내에서 

동료들과의 감정 표현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커뮤니케

이션은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보상 및 평가 등을 포함하는 리더

십 행동을 실현시킴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동

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조직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주요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정보적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경

우는 ‘조직도’라는 경로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

제하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규범이 형성되면서 구성원 행동

이 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커뮤

니케이션 기능은 결국 구성원들 간의 감정 표

현을 통해 조직 유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구성

원들 간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토대

로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직 구성원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

며 이들이 인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은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크게 대인 및 집단, 조직 커뮤케이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Hecht, 1978).

대인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사람들 간의 커

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관계에서 인식되는 만

족 정도를 말하며 집단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경우는 집단의 내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족 정도로 대인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념화나 연구 

진행 정도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반면,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가장 광범위한 연구 분

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상당 수준으로 다

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Varona, 

200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조직 내 

케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

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한 정서적이면서 포괄적인 반응으로 

상당히 다차원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Crino 

and White, 1981).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

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분위

기, 매체의 질, 개인적인 피드백, 조직적 통합, 

조직적 관점 등 8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Down and Hazen, 1977). Pincus (1986)는 

이 8 가지 요인에 추가로 최고경영자와의 관계

를 추가시킨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 SNS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유효성 관계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인터넷 기

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자들

의 인맥관리 및 자기표현, 정보의 공유 등을 가

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Park 

Hyun-Sun and Kim Sang-Hyun, 2016). 따라

서 SNS를 이용하는 주목적으로는 이용자 본인

의 개인 일상에 대한 정리와 공유, 홍보뿐만 아

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과의 의사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함

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 및 유지가 가능해

지고 때로는 사회적 지지를 얻는 원동력이 된

다(Park Yu-Jin, 2005). 결국 SNS를 통해 이용

자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에서도 아바타 등을 비롯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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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지 기호들을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상대방과의 친밀감 등도 전달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Holzwarth, Janiszewski and  Neumann, 

2006). 

커뮤니케이션의 조직 내 중요성이 부각된 시

점은 1920년대에 스피치(Speech)를 연구했던 

Carnegie가 회사 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

다. Pincus (1986)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커

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조직 유효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 유효성을 의미하는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개방 정도와 

정보공유, 의사결정 참여 및 피드백 수준 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ohr 

and Sohi, 1995)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정도

가 활발할수록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인식하는 

일치감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hite, Crino 

and Hatfield, 1985). 이와 관련하여 Putti 

(1990)의 경우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 

몰입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

장하였고  Steers (1977)는 조직몰입은 개별 구

성원들의 본인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절차 인지

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조

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구성원들의 업무성과나 

직무 만족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설명하

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조직성

과를 나타내는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는 양의 긍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제고시키면 조직의 성과 또한 높아지

게 되는 일련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SNS 활용과 관련한 특성 및 수평

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SNS 

이용 빈도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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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

펴봄으로써 SNS 사용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Fig. 1>의 연구 모형에서와 같이 SNS 활용 

특성 변수로는 개인 SNS 활용도 및 기업 SNS 

활용도를 제시하고 조직유효성은 직무만족, 조

직몰입, 업무성과 등의 세 가지 요인을 설정하

였다.

1. SNS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최근 SNS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

서 SNS 이용 정도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Na Bi-Na-Ree and Tak 

Jin-Kook (2013) 연구의 경우는 SNS 이용의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들을 도출하고 결과 요

인 중 하나인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SNS 이용

에 의해 받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조직 

SNS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커뮤니케이션 

정도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Kim Il-Ho 

(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 SNS 이용 및 도입

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을 상

향적 및 하향적, 그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가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Min-Jeong (2011)의 경우 기업이 트윗

터를 이용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Kim 

Seol-Kook (2013)은 조직 내의 구성원이 개인

용 SNS를 활용하는 것은 조직의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SNS 

이용으로 인해 사용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

발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의 활발한 정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의사소통에 대한 만

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활용도와 수

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개인의 SNS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H2 기업의 SNS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2.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Steers (1977)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그만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결국은 성

과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Pincus (1986)의 연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연구에

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직무만족도 및 업무

성과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

록 직무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주장하

였다. Putti and Phua (1990)의 연구에서도 커

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조직 몰입도와 매우 유의

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만족 

중에서도 특히 임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가 조직몰입 정도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직 내에

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유효성을 나타내는 

업무성과와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실증 연구에서 분

석 결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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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3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H3-1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H3-2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H3-3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업무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3. SNS 활용 빈도의 조절효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NS를 활용하는 것

은 사용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써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효율적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커뮤

니케이션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

게 되면 다른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얻

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 SNS 이용 빈도가 너

무 많아지면 오히려 본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잦은 이

용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

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Son Hyo-Wook (2012)의 경우는 중소기업

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SNS를 활용한 조직

의 커뮤니케이션(상향적/하향적/수평적)이 조

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즉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SNS 

활용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SNS 활용이 오히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한다면, 조직유효성에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SNS 활용 빈도가 너무 

높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이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업무성과 등을 떨

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SNS 활용 빈도

가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유효성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H4 개인 SNS 활용빈도에 따라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 만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4-1 개인 SNS 활용빈도에 따라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4-2 개인 SNS 활용빈도에 따라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 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4-3 개인 SNS 활용빈도에 따라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 만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Ⅳ.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경험이 있는 몽골

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225부의 유효한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

에 답변한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

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SNS 활용 특성과 관련하여 몽골기

업 경우, 사내에서 개인의 SNS 이용이 허용된

다는 답변이 132명(58.7%),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93명(41.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내 

의사소통 매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194(86.2%)

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31명 (13.8%)으로 집

계되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는 페이스북이 147명(65.3%)으로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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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Group Frequency Portion(%)

Sex 
Male 97 43.1

Female 128 56.9

Age

20-29 years 116 51.6
30-39 years 81 36.0
40-49 years 21 9.3
>50 years 7 3.1

Position
Employee 50 22.2

Middle Manager 108 48.0
Executive 67 29.8

Industry

Mining 14 6.2
Manufacturing 66 29.3

Distribution/Service 66 29.3
Construction 9 4.0

Others 70 31.1

Table 2. Survey Items

Construct Number of 
Items References

Independe-nt
Variable

Cha. of 
SNS 

Usage

SNS Flow 2 Csikszentmihalyui(1990)

Personal SNS Utiliz. 5 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Firm SNS Utiliz. 5

Sat. of Horizontal-Comm. 5 Down and Hazen (1977)

Dependent 
Variable

Org.
Effective-

ness

Org. Commitment 7 Buchanan (1974)

Job Satisfaction 5 Locke (1976)

Job Performance 5 Williams and Anderson (1991)

며, SNS 이용 빈도의 경우는 하루 3회 이상 이

용이 108명(48%)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1~2

회가 74명 (32.9%), 2~3일에 한 번이 30명 

(13.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해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 

보면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 문

항을 작성하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

였다. SNS 활용 특성의 경우는 개인의 SNS 활

용도와 기업의 SNS 활용도로 구분하였으며 개

인 SNS 활용도는 다시 플로우(Flow) 관련 2문

항(이용 즐거움, 이용 자부심), SNS를 활용한 

조직 참여도 관련 5문항(소속감, 로그아웃 시 

허전함, 소통이 생활 일부, 비접속 시 소외감, 

안타까움)으로 구성하고 기업의 SNS 활용도 역

시 5문항(정보 업데이트, 고객과 소통, 활용 장

려, 주요 소통도구, CEO의 지원)으로 구성하였

다. 플로우는 특정 업무에 집중할 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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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Independent variables)
Factor

Comm. Cronbach’s
Alpha 1 2 3 4

Communication 1 .740 .257 .156 .231 .692

.928
Communication 2 .858 .265 .151 .090 .837
Communication 3 .844 .298 .187 .060 .840
Communication 4 .823 .330 .174 .134 .835
Communication 5 .748 .276 .134 .199 .693
Firm SNS Utiliz. 1 .198 .788 -.027 .266 .732

.906
Firm SNS Utiliz. 2 .199 .790 -.079 .324 .776
Firm SNS Utiliz. 3 .462 .761 .174 .002 .823
Firm SNS Utiliz. 4 .391 .809 .115 .011 .821
Firm SNS Utiliz. 5 .333 .752 .236 -.135 .749
SNS Flow 1 .160 .099 .330 .814 .807

.828
SNS Flow 2 .233 .151 .205 .835 .817
Personal SNS Utiliz. 1 .080 .003 .813 .043 .669

.880
Personal SNS Utiliz. 2 .207 .069 .815 .204 .754
Personal SNS Utiliz. 3 .224 .095 .850 .095 .791
Personal SNS Utiliz. 4 .102 .104 .816 .248 .748
Eigen Value 3.390 3.511 3.100 1.179
Explained (%) 24.875 21.947 19.377 11.198
Cumulative Exp. (%) 24.875 46.821 66.198 77.396

몰입감으로 기술(Skill)과 도전감(Challenge)이 

균형을 이룰 때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Csikszentmihalyui, 1990). 수평적 커뮤니케

이션 만족도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롭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

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자유로운 의사

표현, 타 부서와 사전 협의, 타 부서와 정보공

유, 부서 간 정보전달, 구성원과 직접 소통)으

로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의 종속 변수에 해당

하는 조직유효성은 직무만족(전반적 직무만족

도, 업무 즐거움, 업무 귀찮음, 업무에 대한 열

정, 업무 우수성)과 조직몰입(회사에 대한 걱정

/애정/자부심, 타 회사와 비교, 타인에게 회사 

추천 등), 업무성과(업무 수행 적절성, 업무 책

임감, 직무 목표 달성, 직무 성과 관련 활동 수

행, 요구 업무 수행)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각 5문항, 7문항,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는 설문 문항 구성과 참고 문헌을 정

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Ⅴ. 분석 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동일한 개념

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검사를 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도 역시 크론바

하 알파 값(cronbach’s alpha)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5이상일 경

우 일정 수준 이상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

한다.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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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Dependent variables)
Factor

Comm. Cronbach’s 
1 2 3

Org. Commitment 2 .343 .728 .070 .653

.821
Org. Commitment 3 .108 .741 .320 .663
Org. Commitment 4 .041 .820 .217 .721

Org. Commitment 5 .415 .647 .292 .676

Job Satisfaction 1 .172 .431 .701 .707

.825
Job Satisfaction 2 .231 .342 .789 .792
Job Satisfaction 3 .119 .021 .741 .564
Job Satisfaction 5 .298 .372 .708 .728
Job Performance 1 .787 .182 .010 .653

.888
Job Performance 2 .834 .145 .172 .746
Job Performance 3 .811 .054 .218 .708
Job Performance 4 .773 .223 .192 .684
Job Performance 5 .746 .223 .339 .721
Eigen Value 3.614 2.768 2.632
Explained (%) 27.801 21.291 20.250
Cumulative Exp. (%) 27.801 49.093 69.342

Table 5.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1. Fre. of SNS Usage 1

2. SNS Flow .362 1

3. Peronal SNS Utiliz. .278 .460 1

4. Frim SNS Utiliz. .184 .331 .253 1

5. Sat. of Horiz.-Comm. .218 .420 .396 .672  1

6. Org. Commitment .142 .266 .110 .220  .224 1

7. Job Satisfaction .113 .304 .150 .333  .259 .622 1

8. Job Performance .139 .432 .099 .196  .180 .497 .495

Mean 4.204 3.980 2.814 3.431 3.420 4.030 3.858
S.D. .969 .909 1.146 1.095 1.186 .771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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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항

목들의 크론바하 알파 값이 0.8이상으로 측정 도

구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들

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Rotation)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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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Sat. of Horizontal-Communication)

Classification
Dependent Variable

 (Sat. of Horizontal-Communication)
Stand. Coefficient t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Company)

Number of Employee(Below 100) .045 -.061
Industry_Mining -.062 -1.195

Industry_Manufacturing -.117 -1.844

Industry_Distribution/Service -.100 -1.782

Industry_Construction -.014 -.293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user)

Sex_Male .049 1.016
Age_20’s -.078 -1.399

Number of Service Years -.003 -.061
Job_Manufacturing .041 .699

Job_Office Management .031 .618
Job_Research .032 .634

Job_Sales-Marketing .118  2.343

Fre. of SNS Usage .000 .004

Independent 
Variable

SNS Flow .158 2.738

Personal SNS Utilization .168 3.121

Firm SNS Utilization .551 10.691

n
R2 

Revised R2

F-value

225
.553
.519

16.089

p<.1, p<.05,  p<.01

용하였다. 신뢰성 분서과 타당성 분석 시 신뢰

도 계수나 요인 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Table 3>과 <Table 4>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일 요인의 경우 모든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항목에 대한 집중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이 일

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경우는 피어슨 (Pear- 

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에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2.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들 외에 인

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및 연령, 근무연수, 그

리고 담당업무나 종업원 수, 회사 업종 등을 통

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Table 6>에는 SNS 활용 특성과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 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Table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개인의 SNS 활용도(Flow, 참여도)는 모두 수

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p<.01) 있었다. 이로써 H1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SNS 활용도 역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551, p<.01)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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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lassification Dependent Variable
Job Satis. Org. Commit. Job Perform.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Company)

# of Employee(Below 100) -.062 .034 -.085
Industry_Mining -.048 .079 .116

Industry_Manufacturing .039 .158* .093
Industry_Distribution/Service -.060 .045 -.079

Industry_Construction -.109 .025 .043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user)

Sex_Male .106* .086 -.078
Age_20’s -.079 -.016 .025

Number of Service Years .144* .086 .111
Job_Manufacturing .037 .084 .000

Job_Office Management .094 .071 .116*
Job_Research .031 .007 -.030

Job_Sales-Marketing -.071 -.052 -.011
Fre. of SNS Usage .098 .147** .135*

Indep. Var. Satis. of H-Communication .259*** .234*** .174**
n
R2 

Revised R2

F-value

225
.175
.120

3.192***

225
.125
.066

2.137**

225
.121
.062

2.065**
p<.1, p<.05,  p<.01

Table 8.  Results of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Frequency of SNS Usage)
Dependent Variable

Job Satis. Org. Commit. Job Perform.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Company)

# of Employee(Below 100) -.061 .035 -.084
Industry_Mining -.048 .079 .116

Industry_Manufacturing .039 .158 .093
Industry_Distribution/Service -.052 .056 -.070

Industry_Construction -.111 .023 .041

Control 
Variable

(Character. 
of user)

Sex_Male .116 .100 -.067
Age_20’s -.076 -.013 .028

Number of Service Years .135 .074 .101
Job_Manufacturing .033 .079 -.004

Job_Office Management .081 .055 .103
Job_Research .034 .011 -.027

Job_Sales-Marketing -.072 -.053 -.012
Moderating 

Var. Fre. of SNS Usage .453 .619 .514

Independe-nt 
Var. Satis. of H-Communication .813  .972 .766

Interaction 
Term

Fre. of SNS Usage X Satis. of 
Horiz.-Communication -.732 -.975  -.781

n
R2 

Revised R2

F-value

225
.192
.134

3.301 

225
.153
.092

2.521  

225
.139
.078

2.256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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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도 채택되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조직유효성

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

에 나타나 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직무만족

(.259, p<.01)과 조직몰입(.234, p<.01), 직무

성과(.174,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H3은 채택되었다.

개인의 SNS 활용 빈도에 따라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 만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H4와 관련해서는 <Table 8>에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Table 8>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SNS 이용 빈도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의 교차항이 직무만

족(-.732, p<.05), 조직몰입(-.975, p<.01), 직무

성과(-.781, p<.05)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

(-)의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H4는 채택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SNS 활용 

빈도가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SNS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 만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몽골 기업의 

구성원들이 높은 SNS 이용 빈도가 오히려 업

무성과나 직무만족에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업무 중이나 회사 생활 중에 너

무 잦은 SNS 이용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몽골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

으로 조직 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조직유효성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SNS의 활용도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만족

을 거쳐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

고 SNS 이용 빈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분

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SNS 활용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분

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SNS 활용도

와 기업의 SNS 활용도 모두는 수평적 커뮤니

케이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대면접촉에 의한 의사

소통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에서의 의사소통

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

을 활용한 SNS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업은 SNS를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나 방향성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높은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성원들 간

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

고 타 부서와의 협력 등이 이루어진다면 구성

원 자신의 업무 만족도나 업무성과가 자연스럽

게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조직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높은 성과 달성을 위해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

스템의 구성 요소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

수적인데, 그 협력의 핵심이 바로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 내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SNS 활

용 가이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SNS의 이용 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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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조직유효성에 미

치는 영향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까지의 SNS 

이용 빈도는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유효성

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겠

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SNS 이용 빈도가 높

아진다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조직유

효성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를 줄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업무 중에 

과도하게 SNS를 이용하게 되면 업무 집중력이 

방해받게 되고 주의가 산만해져 업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SNS 활용을 장려하는 측면의 전략도 필

요하겠지만 한 편으로는 과도한 SNS 이용을 

절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

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SNS 활용 특성이 미

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SNS의 

매체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도 봤듯이 SNS 이용 빈도와 관련된 

부정적인 조절효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SNS 활용의 부정적인 측면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SNS 피로감(Fatigu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조직 내의 커

뮤니케이션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분명 조직 

운영에 충분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몽골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몽골의 경우 기업 내 구

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하여 실무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여점이 충분히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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