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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업의 내부 고객인 사원들의 사기(Morale)에 한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어 있지만, 군 에서 투력 향상과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기에 련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SNS의 특성을 통해 커뮤니 이션

만족이 군의 사기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연구하 다. 실증 인 검증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인

240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SEM)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 계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SNS 특성이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에 련된 체모형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은 군의 사기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은 군사기와 SNS특성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당한 수 에서의 SNS를 활용한 군내 조직원들의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을 도모하고

자 한다.

주제어 : SNS, 군 사기, 조직 커뮤니 이션, SEM, 상 계

Abstract Previous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fraud of employees, internal customers of the company, 

but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on military affai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army's combat 

pow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ommunication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NS. 

For empirical verification, 240 soldier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method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NS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model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military fraud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has been shown to mediate between army and SNS traits. Through this research, we 

intend to promote the morale of soldiers by activating communication among group members using appropriate level 

of soci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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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적

최근 사회에서 SNS의 등장은 인간의 생활 반

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소 폐쇄 인 조직으로 알려

진 군 한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지휘체계 아래 군사

력을행사할수 있는국가의한 기 인 군 는 큰범주로

는 국가 작은 범주 내에서는 소속 집단의 안 을 지키는

범주 내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정책을 수행하

는데 강력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상황에 따라

서 국내의 재해의 구원, 치안유지와 복구에도 투입하여

국가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1]. 그리고 군은 강

력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써 경화된특성을 보이

기도 한다. 과거부터 통 으로 내려오던 군 문화는

투 집단이라는 목 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 집단인 군 에서 생활하는 에 발

생하는 구타와 자살 그리고 탈 과 같은 사건 사고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 체의문제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

의 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 에도 심각한 험을

래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군부 내에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문

제의 원인 하나는 소통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투력 손실은 군

내 병사들의 사기 하에도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2].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성 이고 자기 심 인 신세

들의 입장에서 군 는 통 으로 계질서와 집단주의

가 팽배해 있는 군조직 내에 인식이 지배 일 것이고 이

는 부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군 내

의 사건 사고와 사기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보화 시 에 발맞추어 군 내부

으로 SNS를 통한 병사들 간의 소통의 증 를 기 해

볼 수 있다.

SNS는 사람들 간의 인맥을 구축하기 한 목 을 가

진 온라인에서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이다. 과거

SNS를활용하는 목 에는개인의 인맥을 구축하는 과정

을 통해 그에따른 확장에 있었으나 최근에는정치, 경제

등 사회 반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단순한 인

맥 구축의 목 에서 벗어나 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다가오고 있는 빅 데이터 사회의 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3].

스마트 폰의 보 으로 인해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

의 숫자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도 SNS를 사용하는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과 비교했을 때 2011년 SNS 련 사용자 수는 트 터는

1788%, 페이스북은 1544% 가량 증가하 다. 이러한

SNS의 빠른 성장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에

서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인 커뮤니 이션 수단의 다

양화와 더불어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향을 미치고

있어 날로 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으로, SNS의 요성에 한 군 내 사용자들의 호의

인 인식의 환과 더불어 후속연구를통하여군 조직내

에서 SNS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인

효과까지 의도하 다[3].

2. 론적 경

2.1 SNS  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란 한 개인이 특정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설정함에 있어 공개

는 공개 으로 선택하며, 그들이 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목록을 연동시켜주며, 다른 사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을 통한 리스트들과 그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계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도와주는웹 기반서비스라고말할 수있다[2].

한 SNS를 공개, 연결, 화, 참여, 커뮤니티의 복합

체라고 정의하 다. 이는 SNS에 하여 심 있고 사용

하는 사람들의 참여는 피드백을 진시켜 사용자와 SNS

미디어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정보 공유, 피드백, 코

멘트 등의 공유를 진하기 때문에 사용과 콘텐츠에

한 근을 공개하며 사용자와 컨텐츠가 방향 화를

나 며 친근감을 유도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5].

SNS를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 를 통해 사회 계를 생성하고 강화

시켜주는 온라인 랫폼”으로 정의한다. SNS서비스는

과거 PC를 심으로 한 웹 기반이었으나 사회에서

는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서비스를 기 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SNS를 소셜 미디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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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범주 내에서

블로그, 키, 마이크로 UCC 등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한 부분으로 야한다[5].

2.2 SNS 매체  특징

2.2.1 매체  풍

개인의 의사소통을 해 활용되고 있는 매체는 과거

고 인 직 면을 통한 화와 화 등과 에

이르러선메일, 보이스톡, 우편, 메신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SNS까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각 매체는 달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정보의 크기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이는 매체마다 갖는 매체

의 풍부성이 다르므로 사용자간의 효과 의사소통을

해서는 사용자에게 합한 매체를 선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6].

매체 풍부성은 다양한 단서, 즉각 인 피드백, 언어

다양성이라는 특성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특성을 많

이 가지고 있는 매체일수록 매체의 풍부성이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반면에 매체 풍부성 이론은 과거 통 인 매체에서

는 통용되었으나, 최근 등장한 매체인 음성메일, 자메

일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 받기 시작하 다. 하지만 과거 통 인 매체에

자 우편과 비슷한 새로운 자 매체를 포함하 을 경우,

매체 풍부성은 계에서 비교 낮은 치에 있는 자

우편이 애매한 메시지를 달하는 것에도불구하고 사람

들에게 선호되고 있다[7].

2.2.2 사회적 규

사회 향과 련된 가장 보편 인 개념은 TRA 모

델의 주 규범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향을

주는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해 필요하다

고 믿는다면 자신 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8].

주 규범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하여 지각하고

있는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검증하

다[9].

2.2.3 상호 용

상호작용성이란 사람 는 사물들이 교환행동을 하는

과정 에 각각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들을 말한다. 이는

마 , 고, 커뮤니 이션, 컴퓨터과학, 교육학, 정보과

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다[5].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일반 상호작용성과는 조

다른 정의를 갖게 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멤버들 간

의 화나 의견교환의 횟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

는 정도를 말한다. 상호작용이 낮으면 성지 형과커뮤니

티 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이 높은 커뮤니티

형은 사용자들 사이에 빈번하게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

지고 그룹 별 주제에 따른 서 그룹도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트 터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커뮤니티 서비스

이고, 스마트 폰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리고 트 터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는 Face-to-Face 환

경을 벗어나 국경, 인종, 연령, 신분, 시공간 등을 월하

여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다

[10].

2.2.4 신

트 터의 경우에는 당 2,000~3,000개의 이 올라오

는데, 신속성은 SNS의 가장 요한 특징 하나이다.

다양한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늦게 걸러지는 뉴스와 신

문의 정보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의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되는 정보에 하여 주목하고 있다. 신속

성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이로

운 속성이지만,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 한 신속하게 제

공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 하는 부분

이기도 하다.

한, IT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SNS로

세계와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연결했다는 부분이다. 사

람과 정보를 지속 으로 유 계를 유지하면서 실시간

으로 계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

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게 변하는 사회에서 세계

와의 연결이 수월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 과

신뢰 그리고 인지도를 갖는 사람이나, 정보이라면 시공

간의 제약 없이 세계상에서 신속하게 SNS로 될

수 있다는 에서 큰 력이 존재한다.

2.3 조직 커 니  만족

이 에 선행된 연구들은 조직의 사기와 복지의 요

한 지표로서 커뮤니 이션 만족을 심으로, 조직 커뮤

니 이션 만족에 한 정의는 조직 내 커뮤니 이션 환

경에 해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인지 는 정서 만

족을 말하는 것으로, 실증 인 연구를 통하여 측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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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제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범주에는 개인과

조직 수 의 커뮤니 이션 환경에 한 일반 만족과

회의 기록 진행에 한 만족, 상 자와 하 자에 한

만족, 다양한 범 의 조직정보에 한 만족, 자신의 직

무성과에 한 만족, 직무 련 정보에 한 만족 등이

포함된다[11].

조직 커뮤니 이션을 커뮤니 이션 불안, 커뮤니 이

션 능력, 커뮤니 이션 만족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분류

하 다. 이 커뮤니 이션 만족은 조직 구성원들 끼리

커뮤니 이션을 통해 느끼는 만족 정도를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성이 높아지고있는 추세이

다[12].

2.4 사 에 한 연

부터 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는 인

간이며 수행주체인 인간 즉 투원의숫자보다 투원들

의 투의지가 결정 인 요인이라 말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투의지를 사기로 말하여 이러한 사기는 군 조직

내의 구성원의 정서, 감정, 의지, 욕구 등의 다양한 감정

들의 집합 성과와 동시에 특정 목표에 도달하려는 극

인 정신상태 그리고 집단의 자율성이라고 말한다[13].

사기는 이 부터 많은 문가들과 명장들에 의해 시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 으로 사

기는 머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본능 으로

손발이 해내게 하는 힘으로 표 된다.

3. 연  계

3.1 연 형

연구의 주제인 SNS 특성이 조직커뮤니 이션 만족과

군사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알아보기 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독립변수를 SNS특성을 설정하고,

SNS의 특성을 매체 풍부성과 사회 규범 그리고 상호

작용 마지막으로 신속성으로 설정하고 매개변수는 조직

커뮤니 이션의 만족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군사기를

설정하 으며이에 한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정

3.2.1 SNS매체  특징에 한 가

커뮤니 이션 매체들은 제공하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

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체의 풍부성과 매체를 사용하

는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해

연구하고 커뮤니 이션 도구로서 과업에 따라 합한 사

용이 이루어지는지에 해 조사하 다[14]. 한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외부의 시선 단은 매체의

특성과 함께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사회 인

계 속에서 서로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써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받는 압력을 의미한다[27]. 그

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달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품질

과 속도에 따라 해당 매체에 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달

라지며 과업의 특성에 가장 한 매체를 사용할 것이

라고 연구하 다[1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하여 SNS의 다양한 특

징을 4가지의 특징으로 축약하여 커뮤니 이션 만족에

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해 알아보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SNS의 매체풍부성은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

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 : SNS의 사회 규범은 조직 커뮤니 이션 만

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3 : SNS의 상호작용은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4 : SNS의 신속성은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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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커 니  만족에 한 가

SNS의 활용에 따른 향을 미치는 요인과 더불어

SNS 도입이 조직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수평 커뮤니 이션의 만족이라

는 변수가 업무성과라는 변수에 바람직한 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 다[16].

조직커뮤니 이션과 조직유효성에 한 인과 계를

살펴보고 SNS 사용으로 인한 조직커뮤니 이션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수평 커뮤니 이션, 하향 커뮤니 이션, 상향 커뮤

니 이션은 조직 유효성과 유의한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상의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조직 커뮤니 이션 만

족이 군 사기에 해여 미치는 향을 토 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 :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은 군사기에 정(+)의

향을 미친다.

4. 실  

4.1 료수집  통계

실증분석을 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은 다음

Table 1로 정리하 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총 240

명이고, 남성은 220명 여성은 20명으로 각 각 남성은

체의 91.7%, 여성 은 체의 8.3%의비율을 보 다. 특히,

이용경험에 련된 설문에서 부분 12개월 이상을 선택

하 으며 이는 SNS를 사용함에 익숙한 상태 다.

4.2 탐색적   신뢰도 검정

탐색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 공통 으로 내재된 요

인을 악하기 해 공분산과 상 과계 등의 상호 연

성을 악하여연구에활용된변수 자료의값을 잘

표할 수 있는 변수를 악하여 변수의 개수를 이는 기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 추출을 하여 최 우

도법과 베리맥스 회 방법을 사용하 으며, 타당성과

련된 이론의 구성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에 한 기

을 둔 개념타당성을 채택하 다[25,2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본 논

문에서는 변수들의 내 일 성을 증명하기 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 으며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라는 수치 이상의 결과가 도출될 경

우 련 척도에 신뢰성이 존재한다는 기 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평가하 다[22]. 타당성이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에 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 는지에 해 나타

내는 개념이며 본 본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측정하려고 하는 추상 개념들이 실제 측정도구에 의해

올바르게 측정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측정값

의 분산이 해당 구성의 달라짐에 따라 나타났는지에 주

안 을 둔 개념 타당성을 실시하 고 타당성 검증을 알

아보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내 일 성을 검정하기 하여 실시한 크론바 알 계수

(Cronbach's a)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내 일 성을 확보 하 다.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20 91.7

Female 20 8.3

Age

< 20 6 2.5

20 ~ 29 57 23.8

30 ~ 39 88 36.7

40 ~ 49 76 31.7

50 < 13 5.4

Rank

Soldier 46 19.2

NCO 65 27.1

Junior Officer 9 3.8

company officer 29 12.1

Field officer 88 36.7

General 3 1.2

Table 1. The result of Demographic data

Experience

< 1month 16 6.7

1month ~ 3month 22 9.2

3month ~ 6month 13 5.4

6month ~ 12month 35 14.6

12month < 154 64.2

Constr
uct

Factors Cronbach'
s α1 2 3 4 5 6

SMA

.051 .195 .864 .197 .150 .118

0.919
.101 .147 .836 .146 .072 .241

.006 .161 .821 .261 .108 .173

.099 .207 .773 .165 .125 .295

SSN

.071 .126 .078 .078 .896 .100

0.897
.157 -.051 .066 .066 .843 -.004

Table 2.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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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별타당  검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집 타당성 검사와

개념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다.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

는 척도가 되기 해서는 개념 신뢰도와 표 계수가 0.7

이상이면 이상 수치로 보고 있으며 한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부분은 개념에 해 지표를 통해

설명 가능한 분산의 크기 즉 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수치가 0.5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그리고 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평균분

산추출 값이 최 0.576, 개념 신뢰도 값이 최 0.860으

로 나타나 집 타당성에 한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결

론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Fornell & Larcker가 제시한

별 타당성 방법을 사용하 으며[19], 이 분석방법은 측

정 변수에 한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들이 개념

변수 간의 상 계수와 비교하여 그 결과 값이 크면 변수

와 변수간의 별 타당성이 존재한다는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20]. 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측정 변수에

한 평균 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개념 변수 간의

상 계수 보다 크면, 변수 사이에는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Fornell & Larcker의 방법을 이용하

다[23]. 변수들 간의 평균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변

수 간의 상 계수보다 큰 결과를 보 기 때문에 별 타

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Table 3과 같이 확인되었다.

SMA SSN SI SR OC MM

SMA .746

SSN .061 .690

SI .308 .326 .656

SR .108 .308 .433 .796

OC .319 .335 .386 .182 .718

MM .073 .154 .240 .068 .457 .622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4.4 조 정식  적합도 검정

본 연구의 합도 지수는 CMIN = 648.641, CMIN/DF

= 2.243, RMSEA = 0.061, RMR = 0.094, GFI = 0.0822,

AGFI = 0.785, PGFI = 0.672, NFI = 0.868, CFI = 0.913,

IFI = 0.917, PNFI = 0.768, PCFI = 0.811로 측정되었으며,

모형은 반 으로 합도 기 을 만족시켰다.

그 AGFI = 0.785, NFI = 0.868, RMR = 0.094으로

합도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 지만 구조방정식모델에

서 체를 만족시키는 합도 지수를 얻기는 어려우며

[8], 한 모델을 수용하는데 있어 기 이 없다는

것을[21] 감안할 때 연구모델은 반 으로 문제가 없다

고 단하 다. 부 합하다고 검정 을지라도 실제로는

합한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지수들을 함

께 고려하여 모형 합도를 결정해야 한다[24].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Absolute
fit index

CMIN (P)
648.641
(P=0.000)

P≥0.01≥≤

CMIN / DF 2.243 ≥1.0 or ≤2.0~3.0

RMSEA 0.061 ≤0.08

RMR 0.094 ≤0.08

GFI 0.822 ≥0.8

AGFI 0.785 ≥0.8

PGFI 0.779 ≥0.05~0.06

Incremental
fit index

NFI 0.868 ≥0.8

CFI 0.913 ≥0.8

IFI 0.917 ≥0.8

Parsimony
fit index

PNFI 0.768 ≥0.05~0.06

PCFI 0.811 ≥0.05~0.06

Table 4. The Result of Path Analysis

4.5 연 형  검정

본 본문에서 사용한 가설들에 한 향 정도를 알아

보기 해,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206 .181 .190 .190 .832 .135

.242 .288 .064 .064 .826 .019

SI

.126 .132 .240 .203 .020 .807

0.833
.151 .242 .216 .137 .123 .777

.182 .111 .146 .204 .120 .775

.034 .205 .202 .364 .009 .727

SR

.171 .208 .185 .853 .037 .197

0.939
.157 .172 .250 .807 .034 .245

.206 .236 .189 .792 .065 .323

.242 .161 .245 .787 .154 .196

OC

.214 .788 .147 .124 .208 .205

0.927

.317 .755 .134 .132 .129 .218

.318 .740 .183 .258 .157 .185

.254 .718 .286 .288 .110 .149

.380 .680 .289 .226 .180 .132

MM

.816 .161 .038 .075 .049 .170

0.883

.800 .247 .099 .067 .130 .060

.798 .223 .063 .241 .101 .028

.787 .216 .171 .093 .031 .048

.717 .150 -.123 .250 .04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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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검정된 변수들에 한 결과 매체 풍부성이 커뮤니

이션 만족에 해 미치는 향은 C.R. = 2.623(P=0.009)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작용성이커뮤니 이션 만족

에 해 미치는 향은 C.R. = 2.367(P=0.0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성은 커뮤니 이션 만족에 해 미치는

향은 C.R. = 4.506(P=0.000)로 나타났으며, 사회 규범

이 커뮤니 이션 만족에 해 미치는 향은 C.R. =

4.078(P=0.000)나타났으며, 커뮤니 이션 만족이 군사기

에 해 미친 향은 C.R .= 9.93(P=0.000)인 것으로 나타

났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Fig. 2.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Result

<--

OC

SMA 0.171 0.065 2.623 0.009 ○

SSN 0.194 0.082 2.367 0.018 ○

SI 0.308 0.068 4.506 *** ○

SR 0.180 0.044 4.078 *** ○

MM OC 0.724 0.073 9.93 *** ○

Table 5. The Result of Path Analysis

5. 결 론

5.1 연  약

본 논문의 연구목 은 세계 으로 보편화된 SNS

에 한 특징들이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과 더불어 군

분야의 요한 무형 력인 군의 사기에 해 미치는

향에 한 검증하기 한 것이다. 본논문은 스마트의 폰

확산에 따라 남녀노소 모두 쉽게 하고 있는 SNS 특성

이 군 조직이라는 특수집단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것인

지에 한 고민에서 시작하 다.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기 해서 연구자 본인이 직

수년간 미군과 한국군에서 생활하며 합동근무를 통해

체험한 군 조직에서의 문화와 SNS와 련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향요소가 있는지에 해 연구

모델을 도출하고,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을 매개로 채

택하여 군 조직 내의 사기에 미치는 향요인을 가설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향요인

과의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본연구의 체 인과정을요약하면다음내용과같다.

첫째, 사회 계형성을 한 목 을 가지고 시작된

SNS에 특성에 있어 정 특성과 부정 특성에 해

연구하고, SNS의 신속성, 매체 풍부성, 사회 규범, 상

호작용성에 해 을 맞추어서 연구하 다.

둘째, 연구자 본인의 미군과 한국군에서 경험하게 된

군 경험을 토 로 하여 폐쇄 인 조직 환경과 더불어 소

통의 부재란 문제를 인식하여, 통 인 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한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과 군사기에 해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셋째, 련된 연구 자료를 통하여 SNS의 특성이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과 군 조직 내의 사기에 미치는 향

에 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토 로, 조직커뮤니 이션 만

족에 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과 군사기에 한 다양한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반 하여 측정변수에 사용하 다.

넷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실증분석을 이용

하여 263건의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응답한 자료 에 오

류가 발견된설문지 23건을제외한 240건에 한 설문결

과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확정하 으며,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SNS 특성들이 매개변수

인 조직 커뮤니 이션에 해 미치는 향에 한 5가지

가설 모두가 채택되었으며, 체 모형에서는 SNS 특성

변수가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에 해 정(+)의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

은 군사기에 하여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은 SNS 특성 그리고

군사기에 하여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 다.

5.2 연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 은 학술 에서 첫째, 조직의 커

뮤니 이션 만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향에 련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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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과 커뮤니 이션 만족이 군 사기에 해 미치

는 향에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조직의 커뮤니 이

션 만족이 군사기에 하여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검토한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둘째, 군 내의 조직에서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에

련된 변수들을 발견한 것에 해 일반 조직이 아닌 군

내부를 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 하여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특수 조직에 포함되는 군 조직 내의 커뮤니 이

션 만족과 군사기에 한 실증 연구를 함으로써, 진

으로 발 되어 오고 있는 군 내부의 환경과 군내에서

생활하는 병사 간부들에 한 보다 심층 인 의견 분

석을 할 수 있었다.

넷째, 가상 공동체로 분류되고 있는 SNS의 특징들이

군사 조직에 만족도와 군사기를 증진시킨다는 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이러한 으로 이루어 보아 군

사기 측면에서 군 조직원 내에 소통이 매우 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무 시사 은 체 모형에서 살펴본 결

과 SNS의 사용이 조직 커뮤니 이션의 만족에 해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직 커뮤니 이

션이 군사기와 SNS의 특성사이에서 매개역할을한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결과 으로 군 라는 조직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 군내 조직원들에게 제한 인 SNS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정책 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시 의 상황에 따라 과거 엄격했던 군 문화를 유지하

여 군기를 확립하는 것도 요하지만 시 에 맞춰 자

유롭고 개성 인 삶을 추구하는 신세 들의입장을 고려

한 군과 련된 정책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군

내부에서 SNS의 사용은 기 보안 상과 련된부작용을

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한 수 의 SNS를 권장하

여 매년 입 하는 새로운 신병들의 소통의 욕구를 해소

해 주는 것이 군사기에 바람직한 향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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