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향정도  선호하는 화면크기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에 

미치는 향: 사회불안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Task Orientation and Preferred Self-View Size on Self-View Preference: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백수진1․한 희2† 

Soojin Peck1․Kwanghee Han2†

Abstract1)

With the increase of video conferencing user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ituations where video 

conferencing is used and the layout of video conferencing interfaces are diversifying. Social anxiety affects video 

conferencing communica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self-view func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video 

conferencing. The self-view function is part of the video conferencing interface that provides a small preview of 

one’s own camera feed. Self-view is known to degrade work performance and cause fatigue; however, it is set as 

the default function on video conferencing software in a way that users generally prefer. This study used an online 

survey to study the effect of task orientation, preferred self-view size, and social anxiety on video feedback 

preference. Participants responded to questions assessing work orientation, social anxiety level, preferred self-view 

size, and self-view pre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preferred self-view size mediates task orientation and video 

feedback prefer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referred self-view size 

according to the degree of social anxiety. These results offer insights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users and video 

conferencing software and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useful for designing video conferencing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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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 증가  기술 발 으로 인해, 화상회의 사용맥락과 화상회의 인터페이스 이아웃이 다양

해졌다. 사회불안은 화상회의 소통상황에도 향을 주는데, 면소통과 구별되는 요소인 비디오 피드백과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피드백은 상 방에게 보이는 본인의 모습을 화상회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비디오 피드백은 업무 성과를 해하고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상회의 시스

템에서 기본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들에게 보편 으로 선호된다. 본 연구는 과업지향정도,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사회불안이 비디오 피드백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실시되었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

되었고, 설문 참가자는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 사회불안수 ,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응답하 다. 연구 결과,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는 과업지향정도와 비디오 피드백 

선호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과업지향정도가 높을수록 작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선호하

고, 이는 비디오 피드백 선호도 감소로 이어졌다. 한편, 사회불안수 에 따른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매개효과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와 화상회의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에 도움을 주어 화상회

의 시스템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화상회의, 비디오 피드백, 화상회의 이아웃, 과업지향, 사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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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수진․한 희

1. 서론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근무와 비 면 수업이 확 되

었고, 업무 목 의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도 증했다

(Brynjolfsson et al., 2020; Kuhn, 2022). 이후 포스트 코로

나 시 에도 원격근무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 망을 

고려할 때, 사교  맥락과는 구분되는 업무  맥락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소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에 한 이해는 필수 이다. 이러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면 소통과 비교하여 여러 공통 과 차이 이 존재한다. 

공통 은 면소통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한 소통 모

두 사회불안을 유발하여,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소통상황

에서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Doorley 

et al., 2020). 반 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요

소로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면 소통과 

구별되는 이다. 비디오 피드백은 화상회의 상황에서 상

방에게 보이는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검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작게 화면을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소셜 비디오 랫폼에서 동 상 

기반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검을 

유도하 다(Kim et al., 2016). 

비디오 피드백 기능의 사용은 인지부하를 증가시켜 화

상회의 시스템 사용자에게 심리 인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ilenson, 2021; Hadavas, 2020). 한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유발하여 사회불안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맥락에서도 낮은 성과 도출

로 이어졌다(Hassell & Cotton, 2017; Hope & Heimberg, 

1988; Miller et al., 2021). 이처럼 비디오 피드백 기능이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들이 있지만, Microsoft Teams, Google Meet, Apple 

Facetime, Zoom 등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이유를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들이 

보편 으로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

하 다(Christensen et al., 2010; De Vasconcelos Filho et 

al., 2009). 하지만 동시에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선호한다

는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실험실 환경에서 도출된 

것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성장과 사용자 특성 증가로 인

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 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의 시장규모와 기술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화상회의 인터페이스를 사용맥락

과 사용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Bary, 

2020). 비디오 피드백 화면이 화상회의 인터페이스 구

성요소이므로, 결국 이는 비디오 피드백 이아웃의 다

양화를 의미한다. 한 업무  맥락에서 화상회의 시스

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맥락도 사교  맥락과 업무  맥락으로 다양화되

었다(Guo et al., 2009; Neustaedter & Greenberg, 2012; 

Straus et al., 2001).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맥락 간 소통

방식이 다르고, 비디오 피드백 사용은 업무  맥락에서 

수행에 한 부정 인 평가로 이어졌다(Hassell & 

Cotton, 2017; Rockmann & Pratt, 2015). 따라서 사용맥락

에 따라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이아웃과 비디오 피드

백 기능에 한 평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안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특성으로, 이는 

면소통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한 소통에

서도 용된다(American Psychiatrics Association, 2013; 

Doorley et al., 2020). 구체 으로 사회불안이 높으면 친

한 계구축이 어렵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비디오 피드백 이아웃과 비디오 피드백 기

능 사용유무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y & 

Kowalski, 1997; Miller et al., 2021; Tian, 2013; Weisma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화상회의  과업지향정

도,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사회불안 수 이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설계되었다.

2. 이론  배경

2.1. 사용 맥락의 다양화

화상회의 시스템은 상 방의 모습과 음성이 담긴 비

디오를 달하여, 물리  거리에 상 없이 사람 간 소

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화상회의 시

스템은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교  맥락과 

원격근무, 온라인 화상면 과 같은 업무  맥락에서 모

두 사용된다(Guo et al., 2009; Neustaedter & Gre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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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traus et al., 2001). 특히 코로나19 이 과 비교

하여 원격근무자가 증가하면서, 업무 목 으로 화상회

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함께 증가하 다

(Brynjolfsson et al., 2020; Kuhn, 2022). 이런 업무  

맥락에서 사용자는 사교  화를 포함한 일상  만남

(casual interaction)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Bleakley et al., 2022; Rockmann & Pratt, 2015). 

즉 업무  맥락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화상회의  화

내용은 계지향 이기보다 과업지향 이다. 

그런데 화상회의 상황에서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사

용하는 것이, 과업지향  화를 억제하고  과제 수

행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sell & Cotton, 2017; Miller et al., 2017). 구체 으

로 Miller et al.(2017)에 따르면, 화상회의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mate”, 

“talk”와 같은 사회  단어 사용을 늘리고 “always”, 

“never”와 같은 단호한 단어 사용을 여서 과업지향  

화를 억제하고 계지향  화를 유발했다. 한 활

발한 소통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제에 있어서

도, 화상회의 에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사용한 이 

사용하지 않은 에 비해 결과물이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비디오 

피드백 기능이 본인 스스로에게 신경을 기울이게 하여 

정작  과제에는 집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으로 추

측했다(Hassell & Cotton, 2017). 

한편 과업지향 인 경우 목표 달성을 요시하고, 

과업을 성공 으로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특성이 있다(Bass, 1960). 이에 따라 과업지향

정도가 높은 사용자에게 계지향  화와 낮은 성과

는 방해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계지향  상호작

용은 개인 이고 사회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 

심할 경우 당면한 과제를 무시할 정도라고 했다(Sheth 

& Jagdish, 1976). 따라서 업무 목 으로 화상회의 시스

템을 이용하여 과업지향정도가 높은 사용자일 경우, 상

으로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것이다.

가설 1: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가 높으면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가 낮을 것이다. 

2.2. 화상회의 이아웃 다양화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가 증가하고 사용맥락이 다

양화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 시장규모와 기술도 성장

하 다(Bary, 2020). 그 에서 사용자가 직 으로 체

감하기 쉬운 부분은 화상회의 인터페이스 이아웃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비디오 피드백 이아웃의 다양화

이다. 일례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Zoom의 경우

에는, 사용자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스피커 

뷰(Speaker view)와 갤러리 뷰(Gallery view) 에 이

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피커 뷰 이아웃은 

재 화 인 상 방을 크게 보여주고, 사용자의 비

디오 피드백 화면은 작게 보여 다. 반 로 갤러리 뷰 

이아웃은 사용자의 비디오 피드백 화면을 비롯한 모

든 화면을 동일한 크기로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화상

회의 참가자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화면공유 기능

을 사용하게 되면, 공유된 자료 화면을 크게 보여주고 

사용자의 비디오 피드백 화면과 상 방은 작게 제시하

는 것도 가능하다. 

재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화상회의 인터페

이스 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화상회의 

실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아웃은 비디오 피드

백 화면보다 상 방의 모습을 크게 제시하는 스피커 

뷰 이아웃이다(Miller et al., 2017; Miller et al., 2021; 

Mitchell et al., 2010; Wegge, 2006). 스피커 뷰 이아

웃과 다른 비디오 피드백 이아웃을 비교하는 소수의 

실험 연구에서만 다양한 인터페이스 이아웃이 반

되었고, 그 결과 이아웃에 따라 비디오 피드백 기능

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 et al., 2021; Wegge, 2006). 구체 으로 Miller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스피커 뷰 이아웃보다 

화면공유 이아웃에서 비디오 피드백의 유무가 사회

불안수 이 높은 집단에게 주는 향이 감소했다. 

한 Wegge(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구두시험을 보

는 상황에서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클 때 시험불

안이 높은 그룹의 수행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시험을 보는 것은 과업지향  맥락에 해당하고 비

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증가가 시험불안과 상호작용하

여 결과 으로 수행에 부정  향을 주었으므로, 과업

지향정도가 높은 사용자는 비디오 피드백의 큰 화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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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성공 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할 

것이다. 이로 인한 비디오 피드백 화면의 축소는 상

방 화면의 확 로 이어지게 되는데, 화상회의를 사용하

는 업무  맥락에서 상 방의 화면은 지양하는 요소가 

아니다. 일반 으로 비즈니스 맥락에서 화상회의를 사

용하는 경우 상 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티켓이고, 이는 화상회의 진행 에 상 방의 

화면이 보이기를 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Morris, 

2020). 따라서 과업지향정도가 높은 사용자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과 상 방의 화면 에 비디오 피드백 화

면이 축소되는 것을 선호하고, 이때 비디오 피드백 선

호도도 낮을 것으로 상한다.

가설 2: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화상회

의  과업지향정도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매개할 것이다. 

2.3. 사회불안과 물리  거리감

사회불안은 사회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

하여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Crawford 

& Manassis, 2011).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수반

하는 상황에 한 두려움과 본인에 한 부정 인 평

가 가능성에 한 강한 불안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사회불안은 타인

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유발되고, 이는 면 소통뿐

만 아니라 디지털 맥락에서 소통하는 상황에도 용된

다.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도 디지털 맥락에 해당하고, 

사회불안의 높은 사람들은 디지털 맥락에서 소통할 때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정  정서는 더 

게 경험했다(Doorley et al., 2020).

여러 연구에서 사회불안수 이 높으면, 친 한 계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Leary & Kowalski, 

1997; Tian, 2013; Weisman et al., 2011). 이는 디지털 

맥락에서도 용되는 것으로, 사회불안이 높으면 새로

운 친구를 덜 사귀고 기존의 친구와도 상호작용이 

으며 계의 질도 낮았다(Tian, 2013). 한편, 친 해지

고 싶은 동기와 물리  근 성은 한 련성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McAdams & Powers, 1981). 이를 

고려하면,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상 으로 물리  근

성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Grayson & Anderson(2002)에 의하면, 화상회의 상황

에서도 상 방의 화면크기 조 을 통해 물리  근 성 

조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화상회의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상 방의 이미지 크기를 통해 

근 성이 결정되는데, 이미지 크기가 클수록 근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상 방의 화면은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 상 방의 화면크기는 비디

오 피드백 화면크기에 향을 다. 특히, 스피커 뷰 

이아웃과 갤러리 뷰 이아웃에서 상 방의 화면과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는 상충 계이다. 물리  근

성을 향상시키기 해 상 방의 화면크기를 확 하면,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는 축소된다.

한편 물리  근 성은 면소통에서 일상  만남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 et al., 1993). 일상  만

남은 빈번하고 비공식 인 만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  화(casual communication)는 사교  

화이다(Coupland et al., 1992; Fish et al., 1993; 

Hudson & Smith, 1996). Rockmann & Pratt(2015)에 의

하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업무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

우 일상  만남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으므로, 

물리  근 성은 계지향정도가 높은 사교  맥락과 

련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계지향정도가 높은 사교

 맥락에서 사회불안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물리  

거리, 즉 화면크기에 차이가 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

다. 구체 으로 계지향정도가 높고 사회불안이 낮은 

경우에, 가까운 물리  거리감을 해 상 방의 화면크

기가 큰 이아웃을 선호하여 상 으로 작은 비디오 

피드백을 선호할 것으로 상한다. 

가설 3: 사회불안이 과업지향정도와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사이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

설들을 모두 종합하면 Fig. 1의 모형과 같다.

Fig. 1.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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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설문 참가자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연구로서, Amazon Mechanical 

Turk 시스템을 통해 설문 참가자를 모집하 다. 설문 

상은 Amazon Mechanical Turk Worker 에 다양한 

연구에서 일 된 응답으로 정확성을 입증한 Master 

Qualification 등 을 갖춘 참가자로 제한하 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성실한 응답을 기 하기 어려운 온

라인 설문 연구 환경에서, 설문 참가자의 불성실한 응

답으로 인해 신뢰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다. 설문에는 평균 10분 정도 소

요되었고, 총 154명을 모집하 다. 그 에 설문을 완료

하지 못했거나 복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7명과 스크

리닝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39명을 추가 으로 제외하

여, 평균 연령 만 41.77세 (SD = 9.74), 남성 57명 

(52.8%)으로 구성된 총 108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들은 평균 2.47개 (SD = 1.05)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

용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해본 참가자가 가장 많았

던 화상회의 시스템은 Zoom이었다. 추가 으로 ±3SD 

과의 값을 가진 설문 참가자를 아웃라이어로 간주했

을 때,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 척도에 3 으로 답변

한 참가자 1명이 아웃라이어에 해당했다. 아웃라이어 

1명을 제외한 107명을 분석했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측정 도구

설문은 인구통계학  정보,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경

험, 측 변인인 사회불안, 화상회의  과업지향 정도,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와 거 변인인 비디

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 스크리닝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모든 설문 문항은 설문 상 모집에 사용된 

Amazon Mechanical Turk 시스템이 기본 으로 어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어로 작성되었다. 이때 비

디오 피드백 기능은 “self-view”로 지칭되었다. 한 설

문 내 모든 척도의 내 일 성 계수(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었다.

3.2.1. 사회불안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해 LSAS-SR,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elf-Report를 사용하 다(Liebowitz, 

1987). LSAS (LSAS-CA)는 Liebowitz(1987)에 의해 처

음 제안되었고, 이후 LSAS의 자기보고 버 인 LSAS-SR

이 사회불안 평가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sco et al., 2001). LSAS-SR은 특정한 상황

으로 구성된 문항, 를 들어 “Telephoning in public”이

나 “Being the center of attention”을, 불안과 회피의 

으로 두 번 측정한다. 불안 으로 평가할 경우 0

은 “불안감 없음” 3 은 “심한 불안감”에 해당하고, 회피 

으로 평가할 경우 0은 “  회피하지 않음” 3 은 

“주로 회피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산 수가 높을수

록, 사회불안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의 내 일 성 계수(Cronbach’s alpha)는 .97로 나타났다.

3.2.2.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는 Relational Communication 

Scale  Task versus Social Orientation에 해당하는 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Dillard et al., 1999). 원래 

Relational Communication Scale은 상 방의 화 태도

를 평가하기 해 사용하는 척도이지만, Miller et al. 

(2017)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상황에서 스스

로의 화 스타일을 평가하여 과업지향정도를 비롯한 

여러 하  항목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도 평소 화상

회의 상황에서의 화 태도를 통해 과업지향정도를 평

가하고자 했고, "Do you want to stick to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action when using a video conferencing 

system?"과 같은 문항들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

다(1 은  그 지 않다, 7 은 매우 그 다). 본 연

구에서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의 내 일 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62로 나타났다.

3.2.3. 기능 선호도와 화면크기

이어서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와 선호하는 비디

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측정하기 에 비디오 피드백 

용어에 한 설명을 제시하 다.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자라면 비디오 피드백은 경험했을 기능이지만, 해당 기

능을 지칭하는 용어 자체가 통일성이 없고 생소한 편

이기 때문이다.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 문항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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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으로 직  구성하 고, 7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 다(1 은  그 지 않다, 7 은 매우 그 다). 문

항은 아래와 같고, 내 일 성 계수(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다. “Do you want to see your own image 

(self-view: your own video feed) during a video 

conferencing?”, “Is it important to see your own image 

(self-view: your own video feed) during a video conferencing?”.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화면과 비교하여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묻는 단일 문항을 7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1 은 “본인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다른 사람을 제시하는 화면보다 훨

씬 작아야 한다.”, 7 은 “본인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다른 사람을 제시하는 화면보다 훨

씬 커야 한다.”). 이해를 돕기 하여 문항과 함께 화상

회의 이아웃  갤러리 뷰에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했

고, 문항은 다음과 같다(Fig. 2). “What is the preferred 

relative size of your self-view(your own video feed: 

self-image) on the video conference screens you see 

(compared to other people’s feeds)?”. 

3.2.4. 스크리닝 문항

마지막으로 비디오 피드백 기능에 한 이해도를 측

정하기 해, 화상회의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비디오 피

드백에 해 서술하도록 했다. 이는 비디오 피드백 기

능에 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에 한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구체 으로 해당 

문항은 비디오 피드백 용어나 비디오 피드백이 없는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스

크리닝 과정은 답변의 성에 따라 1~3 의 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  이상을 스크리닝 통

과로 간주했다. 2  이상을 받은 답변은, “비디오 피드

백이 화상회의 인터페이스 요소이다” 혹은 “비디오 피

드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외형, 행동, 태도를 가시 으

로 볼 수 없었다”가 직간 으로 제시된 경우 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활용하여 체 데이터를 

분석하 고, 추가 으로 Hayes(2017)가 고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와 조 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 다. Preacher & Hayes(2008)가 개발한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정규분포를 항상 가

정할 수 있으며, AMOS와 달리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해 추가  모형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한 

PROCESS Macro에서는 단순매개효과를 선행 으로 

확인하는 과정없이 조 된 매개효과를 직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설 2에 따라 단순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매개효과와 조

된 매개효과를 별도로 분석하 다.

4.1. 연구 변인에 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상 계, 평균, 표 편차를 Table 1

에 제시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평균 으로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가 높고 작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 

척도의 간 지 은 4에 해당하는데, 설문 응답의 평균

은 5.60 표 편차는 .86 이다.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경우에도, 간지 은 4에 해당하는데 설

Fig. 2. The Gallery view used to effectively represent the 

self-view screen size 

Variable 1 2 3 4

1. Social Anxiety -

2. Task Orientation -.033 -

3. Preferred self-view size .154 -0.95 -

4. Self-view preference .132 -.317** .393*** -

M 38.14 5.60 4.27 2.19

SD 27.94 .86 2.15 1.20

***p < .001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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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응답의 평균은 2.19 표 편차는 1.20이다. 한 화상

회의  과업지향정도와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

크기는 부  상 계가 있었고 (r = -.317, p < .01),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와 비디오 피드백 기

능 선호도 간에 정  상 계가 나타났다 (r = .393, 

p < .001). 추가 으로 주요 변인들 간에 상 계수가 

0.9 미만으로 다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 다.  

4.2. 단순 매개효과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

호도에 주는 향에 한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

면크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고자 5000번 부

트스트래핑 방식을 PROCESS (Model 4; Hayes 2017)

을 사용해 실시하 다. 그 결과,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

백 화면크기는 과업지향정도와 비디오 피드백 선호도

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매개변수로 투입했을 때, 간 효과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b = -.318, SE = .122, 

95% CI = [-.587, -.113])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에 주는 직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b = .082, SE = .236, 95% CI = [-.385, 

.549]).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가설 2는 지지되

었다. 

4.3. 조 된 매개효과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화상회의  과업지향정

도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완  매개하는 상

황에서, 매개효과가 사회불안에 의해 조 되는지 알아

보고자 5000번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PROCESS 

(Model 7; Hayes, 2017)을 사용해 실시하 다. 본 연구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우

선 과업지향정도가 높을수록 작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

크기를 선호하게 되고(b = -.477, p < .001), 비디오 피드

백 기능 선호도도 감소했다(b = -.724, p < .001). 과업지

향정도와 사회불안의 상호작용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

크기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b 

= -.007, p = .107). 추가 으로 Table 3에는 사회불안수

(-1SD, Mean, +1SD)에 따라 과업지향정도가 선호하

는 화면크기에 미치는 향을 제시했다.

사회불안수 에 따른 간 효과는 Table 4에 정리되

어 있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불안

수 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화면크기의 간 효과가 부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95, 

-.345, -.495). 반면, 사회불안수 이 낮은 경우,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어 선호하는 화면크기의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Hayes, 2015)를 통해, 사회불안 수 에 따른 

DV IV b se t R R² F df

1

Task Orientation

Preferred self-view size

-.477 .129 -3.693***

.370 .137 5.508** 3, 104
Social Anxiety .005 .004 1.326

Task Orientation * 

Social Anxiety 
-.007 .005 -1.627

2

Task Orientation

Self-view preference

.082 .236 .348

.394 .155 9.636*** 2, 105Preferred self-view 

size
.724 .170 4.261***

***p < .001  **p < .01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ed mediation

Social anxiety Effect SE t p LLCI ULCI

-1SD -.269 .162 -1.668 .098 -.590 .051

Mean -.477 .129 -.3.693 .000 -.733 -.221

+1SD -.684 .199 -3.432 .001 -1.079 -.289

***p < .001  **p < .01

Table 3. Conditional effects of task orientation at the levels of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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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조

된 매개지수는 -.005이고, 하한선과 상한선이 -.015와 

.002로 0을 포함하고 있어 조건부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따라서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와 선호하는 비

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그리고 사회불안이 비디오 피드

백 기능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실시되었

다. 그 결과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는 비디오 피드

백 기능 선호도와 직 인 련이 없었다. 신 선호

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과업지향정도와 비디

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매개했다. 구체 으로 화상회

의  과업지향정도가 높을수록 작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선호를 통하여 비디오 피드백 기능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화상회의 시

스템 화면의 체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화상회의 

이아웃 요소들의 크기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으로 추

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이아웃

이 상 방을 보여주는 화면과 비디오 피드백 화면으로

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디오 피드백 화면을 키우면 

상 방을 보여주는 화면은 작아져야 한다. 비디오 피드

백 화면은 본인의 모습을 검하는 용도이며 과업과는 

무 하고, Hassell & Cotton(2021)과 Miller et al.(2017)

에 따르면 과업지향  상황에 부 합하다. 따라서 과업

지향정도가 높은 사용자는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상

방과 소통하는 것을 본인이 상 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검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요시한다. 이어서 선호하

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작을수록 비디오 피드백 

기능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비디오 피드백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디오 피드백은 상

방에게 보이는 본인의 모습에 한 시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일례로 작은 비디오 피드백 화면에

서는 큰 비디오 피드백 화면만큼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비디오 피드백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디오 피드

백 화면의 축소는 비디오 피드백 기능에 한 낮은 선

호도로 이어진다.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가 과업지향정도와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매개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 수

에 따라 매개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다만 사회불안수 이 높을수록 과업지

향정도가 화면크기에 미치는 부  향이 강화되는 경

향성을 보 고, 선호하는 화면크기의 간 효과도 부  

방향으로 증가했다. 반 로 사회불안수 이 낮은 경우, 

과업지향정도가 화면크기에 미치는 부  향이 가장 

약했고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매개효과도 유의하

지 않았다. 사회불안수 에 해 조 된 매개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이유는, 상호작용의 효과크기가 통계 으

로 유의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복합 일 것으로 추측한다. 우선 과업지향정도와 비디

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응답이 편향되어 있었고 개인차

가 기 때문에 사회불안 수 에 따른 간 효과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할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통해 

물리  근 성을 조 하는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것도 결과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 Grayson & 

Anderson(2002)의 연구에서는, 카메라 거리 조

을 통해 상 방의 인 이미지 크기를 직  조

했다. 하지만 실제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

에서는, 직 인 이미지 크기 조작은 불가능하고 화상

회의 인터페이스 이아웃을 통한 간 인 조작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 방을 제시하는 화면크기 조 을 

통해 상 방의 상 인 크기만 조작할 수 있고,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화상회의 인터페이스와 사

Social anxiety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195 .147 -.506 .072

Mean -.345 .128 -.636 -.136

+1SD -.495 .192 -.952 -.200

Table 4. Bootstrapping regression results for moderated 

mediation model based on the levels of social anxiety

Variable Index Boot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Social anxiety -.005 .004 -.015 .002

Table 5.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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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거리, 카메라와 상 방의 거리, 화상회의 인터

페이스의 체 화면크기 등 여러 요소가 향을 주게 

된다. 를 들어, 카메라에서 60cm 떨어진 상 방은 갤

러리 뷰 이아웃보다 스피커 뷰 이아웃에서 상

으로 더 크지만, 카메라에서 15cm 떨어진 상 방의 갤

러리 뷰 이아웃과 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 유

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를 측하는 

변인으로 재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맥락  경험과 

련된 과업지향정도와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

크기를 고려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화상회의  

비디오 피드백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부분 사

회불안, 시험불안, 자기인식 등 사용자의 개인  특성

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했다(Kuhn, 2022; Miller 

et al., 2017; Miller et al., 2021; Wegge, 2006). 이와 다

르게 과업지향정도는 외부  향을 받는 요소이다. 개

인 인 화 스타일도 과업지향정도에 향을 주겠지

만, 이 변인은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로 상황이 한

정되어 있으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게 되

는 맥락도 과업지향정도를 결정하는데 향을 다. 

한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이지만, 과업지향정도에 향을 받고 사용자가 

화면크기를 선택하여 화상회의 경험 구성에 직  참여

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과업지향정도가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를 통하여 비디오 피드백 기능 

선호도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는,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자가 해당 이아웃을 사용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는 에서 실용  함의가 있다. 사용자

와 화상회의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는 효율

인 이아웃  화상회의 시스템 디자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진행과정에서 화상회의  과업지향정도

와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에 한 편향된 

응답이 나타나는 한계가 발생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체 으로 과업지향정도가 높고,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

백 화면크기는 작다고 응답했다. 특히 과업지향정도의 

경우 응답의 개인차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인

종, 연령, 학력의 참가자 모집이 가능한 Amazon 

Mechanical Turk을 고려할 때, 과업지향정도에 한 편

향은 집단 편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인 코

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업무  교육 측면에서 화상회

의 시스템 사용자 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 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과업지향정도에 편향이 추측

로 과거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맥락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알아보기 해, 평소에 연구 상이 어떤 맥락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주로 사용했는지 구분하는 문항의 

추가를 제안한다. 한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

기의 경우, 4  이상의 수는 비디오 피드백 화면크기

가 상 방의 모습보다 크거나 같은 이아웃을 의미한

다. 이런 이아웃은 실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참가자들 부분이 화상회의를 사용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본인

이 경험해보거나 보편 으로 생각되는 이아웃 안에

서 선호하는 비디오 피드백 크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설문연구로 수행되었고, 이로 인해 

인과 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연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수의 인

원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인

과 계 증명은 가능하나 표본 모집과 일반화가 어려운 

실험연구와 구별되는 으로, 화상회의에 한 실험연

구의 경우 짧은 시간 지연의 효과와 같은 기술  요인 

테스트를 주로 진행되었다(Schinoff et al., 2020). 연

구 목표가 일상생활에 내재된 화상회의  비디오 피

드백에 한 태도 탐색이었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는 다인원 표본모집이 가능한 설문연구방법이 

합하다고 단했고 이에 맞게 연구를 설계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변인 간 계를 규명했으므로, 인과 계 

확인을 해 업무  상황과 사교  상황을 조작하는 

실험연구방법은 추후연구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갤러리 뷰 이아웃과 스피커 뷰 

이아웃 외에 화상회의 시스템의 다양한 이아웃과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제외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었

다. 일례로, 화면공유 이아웃과 가상배경화면은 제외

되었다. 이는 실 으로 연구모델에서 모든 인터페이

스 기능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문 연구 특성상 

직  화상회의 시스템을 조작된 조건에 맞춰 경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문 참가자가 직  경험해봤을 법한 

보편 인 이아웃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가상

배경화면 같은 경우 기술 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화면공유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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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은 업무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

후연구로 가상배경화면, 화면공유 이아웃이 비디오 

피드백 선호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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