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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비대면 근무가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근무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후 쟁점들을 도출하
고, 비대면 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집단 공통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직무만족, 소속감,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인사고과 시 불이익에 대해 인식(객관적 일치도, 
근로자의 정확도)의 차이를 보였고, 업무 생산성에 대한 인식(근로자의 주관적 일치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
는 비대면 근무의 일반적인 쟁점들을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인식 차이를 완화시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비대면 근무, 원격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상호지향성, 인식 비교 

Abstract  Recently many organizations have adopted ‘untact’ work due to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ronavirus-19. To clarify some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from ‘untact’ work,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gni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in ‘untact’ work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alyzed the content of in-depth interviews with workers and managers 
experiencing ‘untact’ work, and compared both groups’ cognition by applying the co-orientation model. 
Both groups pointed out the communication difficulty as the top disadvantage an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ork-life balance. However, 
the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cognition about performance evaluation 
(agreement and workers’ congruence)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workers’ accuracy). This paper 
ha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it has focused on cognitive gaps between workers and managers, 
urges organizations to devise ways to reduce the gaps, and suggests future studies with quantitativ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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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

리 두기’ 확산에 따라, ‘비대면(untact) 사회’가 일상화되
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교회에 가는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사무실에 출근
하는 대신 가정에서 근무하거나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
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업무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비대면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1], 마이크
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재택근무를 임시로 무기한 연장
하였고, 아마존은 2021년 1월 초까지, 구글은 최소 
2021년 7월까지 재택근무를 발표했다. 그런데, 트위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직원들이 
계속 재택근무하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내에
서도 포털, 게임사 등 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
무 도입이 확대되었고, SK그룹, CJ그룹, 롯데지주, 카카
오 등 대기업도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근무를 정식 근무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근무가 정착될 경우 국가 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고[2], 최근의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한 위기 상
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서는 낮
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3].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2015년엔 6.5만 명, 
2019년엔 9.5만 명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
했다.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벗어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IT 기반 도구의 부족과 대면 근무를 선호하는 한국의 직
장 문화 환경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4],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로
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1]. 사무실 근무와 비대면 근
무의 적절한 조합은 조직과 구성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근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비
대면 근무로부터 효과를 얻으려면 관리자와 근로자의 인
식이 가급적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
은 비대면 근무가 소수의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
되던 환경에서 근로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쟁점들을 지적하였는데, 다수의 구성원에게 비대면 근무
가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환경에서 이들 쟁점들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근무를 경험한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근무의 쟁점
들에 대해 정성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심층 면담을 실
시하였고, 아울러, 쟁점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정량화
하기 위해 심층 면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질의응답을 
받아 상호지향성 모델[5]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기존 문헌 검
토를 통해 비대면 근무의 쟁점들을 도출하여 요약하였고, 
상호지향성 모델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방
법 및 절차에서 심층 면담 대상자와 면담 시 제기한 질문
들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심층 면담 내용을 요약하였고,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비대면 근무의 정의

비대면 근무의 대표적인 형태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택근무(WFH: Work From 
Home)’는 근로자가 소속 조직의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원격근무’는 사무실을 벗어난 장소
(주거지, 스마트워크센터, 출장지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를 비
대면 근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비대면 근무
(Untact Work)의 개념을 ‘조직의 구성원들과 직접 대면
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에 얽매
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정의한다. 

2.2 비대면근무에 관한 쟁점
2.2.1 직무만족 향상
개인의 직무 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 

상태이며, 직무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태도들을 평가한 
종합적 개념이다. 근무 유연성이 높은 비대면 근무방식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언급되나[7], 비대면 근무



비대면 근무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에 관한 상호지향성 분석 85
를 도입한다고 저절로 직무만족이 높아지기는 어렵다[8].

2.2.2 조직 몰입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애착을 나타내는 조직 몰

입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9]. 비대면 
근무는 몰입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은 구성원의 
직무몰입 향상을 위해 비대면 근무 시에 구성원의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10]. 

2.2.3 업무 생산성 향상
비대면 근무 시 근무자가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시간

대에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업무에 방해 가 되는 전화･회
의･잡담 등이 줄어 업무 생산성 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11]. 영국의 최근 조사에서 업무 생산성이 6개월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대면 근무자1)가 40.9% 이고, 재택
근무 빈도가 잦은 근무자들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응
답한 반면, 빈도가 적은 근무자들은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고 응답하여 일종의 선별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12].

2.2.4 제도적 지원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해 직무 설계의 유연화를 포

함하여 비대면 근무환경에 맞는 인적자원 관리를 실천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고과 시에 비대면 근무로 인해 
대면접촉 횟수가 적은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비대면 근무환경 체제
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13].

2.2.5 대면접촉 조직문화
비대면 근무환경에서는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관리적 어려움이 발생한다[14]. 또한, 
비대면 근무를 휴가처럼 여기는 상사와 사내 업무보다 
책임이 덜하다고 여기는 동료의 인식 등으로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15]. 

2.2.6 의사소통의 어려움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의 소통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16]. 조직에서 의사소통은 협의의 의사소통, 즉 언
어적 수단 및 설득과 비언어적 수단, 더 나아가서는 폭넓
은 인간관계까지 포함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감대 

1) 항상(Always), 자주(Often) 혹은 가끔(Sometimes) 집에서 일
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재택근무자로 정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광범위한 의미․의견․정보상의 소
통 활동으로 이해한다[17].

2.2.7 IT 인프라 사용성
비대면 근무를 위한 IT 투자는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통신망의 연결로 극복하고 통합하여 근무자들이 끊김없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18].

IT기업 근무자들은 비대면 근무 환경을 직무 수행 시
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장점으로 여기고, 동료간 의사
소통을 웹·메신저로도 수월하여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시스템 적응 능력과 사용 능력이 높다[19].

2.2.8 근무환경품질
사무실 전용 공간은 업무 수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

들어져 있지만, 비대면 근무 공간은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악하지 않은 비대면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직과 구성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20].

2.2.9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이란 근무자들의 일과 개인 생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조직은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비대면 근무는 근
무 유연성을 허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
경제 활동을 지속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하여 가사로 인한 업무 방해 또는 스트
레스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21]. 일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
게 여긴다”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
을 추월했다[22]. 

2.2.10 공공 차원의 인식
비대면 근무 도입은 생산 가능 인력의 증가, 교통 문제 

해소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등 국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23], 비대면 근무 가능 일자리 
분류와 지역적 분포를 검토하여 향후 비대면 근무 확장
을 고려한 구체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24]. 

2.2.11 협업
복수의 근무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협업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다. 비대면 
근무는 원래 협업이 쉽지 않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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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협업이 다소 용이해져서, 업무 담당자 간의 차이
점을 인지하고 원활한 상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25].

2.3 상호지향성 모델
복수의 집단이 동일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갖는 상

호 인식 비교의 개념인 상호지향성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각 주체의 인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추측
을 파악’하여 비교한다[26]. 

Fig. 1. Co-orientation model[5] 

상호지향성 모델은 객관적 일치도(Agreement), 주관
적 일치도(Congruency), 정확도(Accuracy)를 평가한
다. 객관적 일치도는 대상에 대해 두 집단의 인식이 일치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양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작을수록 
그 일치도가 높아 상호지향이 이뤄졌다고 본다. 주관적 
일치도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추측‘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 Fig 1 참조. 정
확도는 ‘상대방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추측’의 일치 정도를 말하며, 상호지향성 모델에서는 정
확도가 높을수록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상호지향성 모델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복수의 집단이 
지닌 인식 또는 태도에 격차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
가하여,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기반이 되고 집
단 간 소통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27].

3. 연구 방법 및 절차 
선행 연구 검토에서 밝혀진 비대면 근무의 쟁점에 관

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
구는 두 가지 방법, 즉 심층 면담과 상호지향성 분석을 
채택하였다.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

면 근무의 쟁점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에, 상호지
향성 분석을 위해 심층 면담자들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는 최근 12개월 이내 비대면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18명과 관리자2) 14명, 총 32
명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하였다. Table 1 참조

Criteria Categories Workers Managers
freq. % freq. %

gender male 7 38.9 6 42.9
female 11 61.1 8 57.1

age 30s 8 44.4 3 21.4
40s 10 55.6 11 78.6

untact work 
level

100% of workers 5 27.8 8 57.1
50% or more of 

workers 7 38.9 5 35.7
below 50% of 

workers 5 27.8 1 7.1
Pregnant women 

only 1 5.5 0 0

work 
experience

5~10 years 7 38.9 0 0
10~15 years 6 33.3 4 28.6
over 15 years 5 27.8 10 71.4

marriage
single 2 11.1 0 0

married 16 88.9 14 100
child no 3 18.7 3 21.4

yes 13 81.3 11 78.6
Total(n(%)=32(100)) 18 100 14 100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소속된 조직의 유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로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Organizational types Workers Managers
large corporation 5 6

small and medium enterprise 9 8
public corporation or others 4 0

Total 18 14

Table 2. Organizational types of participants

 

심층 면담은 질적 조사를 위해 실시되는 대표적 연구 
방법으로 일반 설문 조사나 단순 면담보다 상세한 정보
를 얻는 장점이 있다. 심층 면담을 위해 기본 정보(업무, 
참여동기, 참여 형태, 근무환경 등), 비대면 근무 참여에 

2) 관리자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은 사람
들이며, 소속 조직에서는 비대면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관리자
들은 대부분 대면 근무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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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변화, 비대면 근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기
타 제언 등을 묻는 질문지 Table 3 참조. 를 만들어 면담
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사전 배포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
기’ 지침에 따라, 1:1 전화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Issue Questions
job satisfaction Does your job satisfaction improve during 

untact work?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your sense of belonging strong during untact 
work?

work productivity Does your work productivity improve during 
untact work?

institutional 
support

Does your company support your work during 
untact work?

organizational 
culture

Do you expect an unfair evaluation during 
untact work?

communication Do you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uring untact work?

IT infrastructure Do you get enough IT capacity during untact 
work?

work 
environment

Do you have separate work space during 
untact work?

work-life balance Do you maintain work-life balance during 
untact work?

public benefit Do public benefits increase during untact 
work?

collaboration Do you have difficulties in collaboration during 
untact work?

Table 3. Questions for in-depth interviews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면담자의 답변에 대해서 점
차 심층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을 
취하였고, 면담자의 동의를 받고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구술 내용을 옮겨 쓰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와 관
리자가 자주 언급하거나 의견이 분분한 쟁점들을 6개(직
무만족, 소속감, 업무 생산성, 인사상 불이익, 소통 어려
움, 일과 삶의 균형)를 추출하였다. 이 쟁점들에 대한 인
식 차이를 분석하는데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서 심층 면담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관리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여 긍정/부정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4. 참조. 

No. Questions
1 Teleworking improves job satisfaction.
2 I feel strong sense of belonging while teleworking. 
3 Teleworking enhances work productivity.
4 Performance evaluation is fair during teleworking.
5 Communication is difficult during teleworking.
6 Work-life balance is achieved during teleworking.

Table 4. Questions for quantification

4. 연구결과
4.1 심층 면담 결과

Table 3에서 제시한 비대면 근무에 관한 각 질문에 
대해 근로자와 관리자의 대표적인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업무 보고를 오전, 오
후, 수시로 해야 해서 불만족스럽다; 끊김이 잦아서 화상
회의가 불편하다”라고 언급한 데 비해 관리자들은 “1주
차에는 근로자 모두 좋아했다; 출퇴근 시간 없고, 싫어하
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일이 끼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없게 되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좋아했다”라
고 하여 대비된다.

조직몰입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재택으로 회식, 모임
에서 제외되어 소속감을 못 느낀다; 프리랜서가 된 것 같
은 느낌이다; 내용을 몰라 끼지 못하는 대화나, 참여하지 
못하는 회의에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관리
자들도 “소속감이나, 조직 몰입감을 별로 못 느낄 것 같
다; 재택근무 시 소속감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
여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 생산성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업무 효율과 생산
성은 보고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긴밀하게 협
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므로 
재택은 직원과 소통이 어려워 생산성 떨어진다” 라고 말
하고, 관리자들도 “재택근무는 소통이 어렵고, 업무 방해
요소가 많다;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소통 오류로 효율
성이 떨어진다; 회의 및 조율 통한 업무는 대부분 지연되
어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 말하여 같은 인식을 공유하
고 있었다.

제도적 지원에 대해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규제보다 
직원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
다”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관리자들은 “업무시간 중 자리 
이탈 금지, 카페 및 다중 이용시설에서 근무 금지, 업무 
메신저에서 30분 이상 오프 시 사유 제출 등의 규정은 
있지만, 문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제공하지 못
한다”라고 응답하여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조직문화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다수는 “암묵적으로 
재택근무는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
된다; 팀장님도 임원의 눈치를 보고, 우리에게도 눈치를 
준다; 상사의 회사 핸드폰 연락을 늦게 받으면 난리가 나
고, 당신 때문에 일처리가 잘 안되니 내일부터 당장 출근
하라고 했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반해, 관리자 중의 일부
만 “중요한 성과평가와 상사와의 면담, 회사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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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불이익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대면이 편리하고, 전
화만으로 소통이 어렵다; 친한 사람이 아니면 소통을 안
하게 된다; 화상회의가 울리거나 끊기고, 소통이 어렵다; 
회의가 답답하다; 다른 재택근무자를 방해할까봐 연락을 
안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였고, 관리자들은 “의사결정
을 한꺼번에 내릴 때는 줌이나 스카이프로 하더라도 소
통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은 공지 사항 전달만 가능하다; 
80% 정도는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나 중요한 상황에서 
조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불편한 점도 있다”라
고 지적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IT 인프라에 대해 근로자들은 “회사 PC의 성능저하, 
속도의 저하로 불편하다; IT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여, 
출근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성과 및 효율을 낼 수 없다; 
사무실에서 PC 3대, 모니터 5대를 사용하다가 자택에 
PC가 없어 회사에서 제공된 노트북 2대로 사용하려니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설계 파트여서, SW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했고, 관리자들은 “화상시
스템이 느리거나, 끊기고, 원활하지 않다; 임원들은 IT 
사용을 불편해한다; 반응시간의 지연으로 회의 진행의 
속도감이 저하된다; 외부접속을 막아서 거래처와 소통이 
불편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식탁에서 사무를 보
았다; 점심을 직접 차려먹다보니 자연스레 집안일을 하
게 된다; 만1세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업무와 근로의 병
행은 어려운 일이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이 있어 방해받는다; 자료보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반응하였고, 관리자도 
“식탁에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응답을 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일과 휴식의 구
분이 없어져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재택을 하면서 다시 야근업무가 부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 일과 개인사의 분리 경계
가 없다; 사무실 출근이 건강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고, 관리자들도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로 인해 집중도가 저하된다”
라고 응답하였다. 

공공혜택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무지를 지방으로 
하는 것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은 별개로 보인다”, 관
리자는 “재택근무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도움 여부는 
비약이 있어 보인다; 지역경제 발전과 무관하다”라는 반

응을 하여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협업에 대해서 근로자는 “서로 협업이 어렵다.; A 업

무를 B 동료와 같이 해야할 때 사무실에서는 B가 A 업무
를 해결하고 있는지 즉석에서 볼 수 있고 확인 가능하지
만, 원격으로는 알기 힘들 때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관리자도 “협업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프로젝트
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 업무손실 크다”라고 응답하
여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 

4.2 상호지향성 분석 
심층 면담에서 비대면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와 관리자

가 공통으로 많이 언급한 문제점은 ‘소통의 어려움’ 이었
다. 그 외에도 조직 몰입감의 부재, 일과 삶의 경계 모호, 
비대면 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업무 성과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심층 면담 내용은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한 표현들이 많
아서 특정 쟁점에 관한 인식을 표현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심층 면담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관리자에
게 직무 만족, 소속감, 업무 생산성, 인사상 불이익, 소통 
어려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직접 질문하여 긍정/부정
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Issues

Workers Managers 

cognition
perception on 

manager’s 
cognition

cognition
perception 

on worker’s 
cognition

A B C D
job satisfaction 0.500 0.722 0.500 0.643

sense of 
belonging 0.444 0.278 0.500 0.500

work productivity 0.667 0.278 0.429 0.357
no unfair 
evaluation 0.611 0.556 0.929 0.714

communica-tion 
difficulty 0.556 0.611 0.643 0.500
work-life 
balance 0.833 0.833 0.714 0.786

Table 5. Cognition & perception ratio of workers and 
managers on issues 

상호지향성 모델에 근거하여 근로자 인식 비율3), 관리
자 인식에 대한 근로자 추측 비율, 관리자 인식 비율, 근
3) 예를 들어, 심층 면담한 18명의 근로자 중에서 10명이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긍정하면 비율은 0.55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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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인식에 대한 관리자 추측 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호지향성 모델에서 제
시한 객관적 일치도, 근로자의 주관적 일치도와 관리자의 
주관적 일치도, 근로자의 정확도와 관리자의 정확도를 계
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두 모집단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는 z 검정 통
계를 사용하였다.

4.2.1 객관적 일치도
비대면 근무에 따른 ‘직무 만족 향상’, ‘인사 고과 시 

불이익 없음’,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과 삶의 균형 유지’
에 수긍하는 비율이 관리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 50% 이
상이었다. 하지만, ‘인사고과 시 불이익 없음’에 대해서 
관리자들의 대부분인 92.9%가 동의한 반면, 근로자들의 
61.1%만 동의하여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관리자들은 대부분 비대
면 근무환경에서 인사고과 시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 대면접촉이 중시되는 문화에서 인사평가에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6. 참조.

Issues
Agreement

Difference
(A-C) z-value

job satisfaction 0.000 0.000
sense of belonging -0.056 -0.313
work productivity 0.238 1.378

no unfair evaluation -0.317 -2.370**

communication difficulty -0.087 -0.503
work-life balance 0.119 0.797

**p<.05 양측검증

Table 6. Agreement on issues in untact work

4.2.2 주관적 일치도
근로자의 주관적 일치도는 쟁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과 관리자에 대한 추측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만
족 향상, 소속감, 인사고과 시 불이익 없음, 의사소통 어
려움, 일과 삶의 균형의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인식과 관리자에 대
한 근로자의 추측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높은 66.7%의 근로자들은 비대면 근무의 업무생산
성 향상에 대해 동의하지만, 관리자들도 업무생산성 향상
에 동의할 것으로 추측한 근로자들은 27.8%에 불과하여,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Table 7 참조.
 

Issues

Congruency
Workers Managers

Difference
(A-B)

z- 
value

Difference
(C-D)

z- 
value

job satisfaction -0.222 -1.404 -0.143 -0.772
sense of belonging 0.167 1.057 0.000 0.00
work productivity 0.389 2.537** 0.071 0.39

no unfair evaluation 0.056 0.339 0.214 1.54
communication difficulty -0.056 -0.339 0.143 0.77

work-life balance 0.000 0.000 -0.071 -0.44
**p<.05 양측검증

Table 7. Congruency on issues in untact work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업무생산성에 대해 관리자들이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관리자의 주관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6
가지 항목 모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관리자들은 
근로자들도 쟁점 사항들에 대해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
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4.2.3 정확도
근로자의 정확도, 즉, 근로자의 관리자에 대한 추측과 

관리자의 실제 인식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사고과 시 
불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리자들의 92.9%는 비대면 근무시 인사평가에서 근
로자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근로자들
의 55.6%만 그렇게 추측하여,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8 참조. 

Issues

Accuracy 
Workers Managers

Differ-e
nce

(B-C)
z- 

value
Differ-

ence
(D-A)

z- 
value

job satisfaction 0.222 1.305 0.143 0.821
sense of belonging -0.222 -1.30 0.056 0.313
work productivity -0.151 -0.89 -0.310 -1.826

no unfair evaluation -0.373 -2.75** 0.103 0.619
communication difficulty -0.032 -0.18 -0.056 -0.313

work-life balance 0.119 0.80 -0.048 -0.339
**p<.05 양측검증

Table 8. Accuracy on issues in untac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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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관리자들이 인사고과 시 비
대면 근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근로자들의 실제 인식과 관리자
들의 근로자에 대한 추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이 하나도 없었다. 

5. 결론
5.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근무를 경험
해 본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기존 문
헌을 바탕으로 비대면 근무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도출
한 후에, 심층 면담과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비대면 근무에 수반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근
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점에 학문적 의의
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 면담에서 근로자와 관리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다. 비대면 근무의 불가피한 특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IT 인프라의 개선과 운영상
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조직 몰입감의 부
재, 일과 삶의 경계 모호, 비대면 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
식, 업무 성과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비대면 근무
에 대해 근로자와 관리자는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인사상
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상호지향성에 일부 격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수의 근로자들은 업
무생산성 향상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관리자들이 업무 생
산성 향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비
대면 근무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집단과 관리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
과 동시에, 근로자 집단은 관리자 집단에 대한 추측에 있
어서도 관리자 집단의 실제 인식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 관한 한계점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정성적 연구 방법의 특성상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로 심층 면담에 참가한 표본 수가 적다는 점
이다. 특히, 면담 대상 관리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로는, 직무만족 향상, 소속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직들이 반 강제적으로 서둘

러 실시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인지, 비대면 
근무의 쟁점에 대해 실제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다. 심층 면담의 내용을 보면, 직무만족 향
상이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
하고 있어 조사 대상의 수를 늘려 확인할 필요가 있다.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비대면 

근무를 유지하는 조직은 상당 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근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조
직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심층 면담을 통해 응답자의 조직 내 직책, 즉, 조
직의 대표인지, 간부인지, 팀의 리더인지, 또는 팀 내에서
의 직책에 따라서 쟁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급작스럽게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느라 구성원
들의 인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직은 비대면 근무의 
장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인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들은 비대면 근무를 하면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쟁점
은 조직구성원에게 매우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런 상호지향성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비대면 근무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상호 인
식이 일치되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근무에 
대한 업적평가 등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대면 근무를 위한 IT 인프라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고도화하고, 근로자의 비
대면 근무 시 IT 환경을 조직에서 지원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항목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근로자와 관리자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후속 연구의 결과는 
조직이 대면 근무와 비대면 근무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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