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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직면한 문제에 관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인지종결욕구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의 대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탐색하
고자, 인지종결욕구의 하위 차원으로서 구조화된 것 선호, 예측가능성 선호, 명확성,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폐쇄적 
사고 수준의 고/저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모호한 정보들이 존재함에 대한 불편함 인식이 높으며 폐쇄적 사고 경향이 
낮은 집단에게서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인식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행동 역시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인지종결욕구, 상황이론, 상황인식, 커뮤니케이션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need for closure on college students' proble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d differences about situation 
recognitions and communication behaviors across level of need for closure factors (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decisiveness, discomfort with ambiguity, closed-minden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with higher level of discomfort with ambiguity and low level of closed-mindeness 
are more likely to high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involvement recognition, and doing active 
communic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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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의 등장과 발 은 사람들로 하여  더욱 쉽

고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

써 이 에는 없던 새로운 정보화 시 를 가능하게 하 다. 

이에, 웹 3.0의 시 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한한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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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쉽고 빠르게 탐

색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와 콘텐츠가 다양

해짐에 따라 수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많

아짐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미디어 혹은 정

보원을 선별, 선택 으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1]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

고자 도구 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커뮤니 이션 행  

과정에 참여한다[2]. 따라서 Grunig[3]은 상황이론을 통

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상황과 개인과

의 련성을 인지하게 되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 하는 체계  정보습득 과정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게 

된다고 하 다. 

SNS의 등장은 사람들로 하여  짧은 텍스트에 의존

한 정보의 공유와 습득을 통해 더욱 빠른 상황 단과 의

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습득

이 빠르고 민감한 학생들의 경우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모 

학교에서 시작된 정치  문제에 한 한 학생의 자보

가 SNS를 통해 확산되어 국 학에서 잇단 자보 행

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보 릴 이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사람들의 

심을 끌기만 할 뿐, 문제의 해결을 한 안이 없다는 

것에 한 비  한 제기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어떠한 인지  행동 경향

성을 보이는지를 악하는데 주목한다. 특히, 지 까지의 

연구들은 사람들을 이성 이고 합리 인 정보의 수용자

로 간주하고 그들의 합리  의사결정에 해 심을 가

져왔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비이성 인 상황 단을 통

한 커뮤니 이션 행 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그들 

개인이 가지는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자신이 처

한 문제 상황에 한 인식과 커뮤니 이션 행동이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인지종결욕구

종결 욕구(need for closure)란, 모호한 상황 등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인지 으로 빠른 해답을 얻어냄

으로써 어떤 문제로 인해 기인된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종

결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인지종결 욕구는 어떤 이

슈에 해 되도록 빨리 결론을 이끌어내어 그 이슈와 

련된 인지  정보처리 과정과 단을 종결시키려는 동기

이다[5]. 여기서의 종결은 보다 합리 이고 옳은 방향으

로 나아가기 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에 한 생각이나 해결 방향이 구체 으

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심리  불확실성을 해

소하기 한 목 에서 이루어지는 종결을 의미한다. 

인지종결욕구는 개인  특성을 설명하는 척도  하

나로 질서  정돈에 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측 가능성에 한 선호(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결단성(decisiveness)과 상황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한 불안감(disconfort with 

ambiguity), 폐쇄성(close-mindedness)으로 각각 구성되

며,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은 분명하고 측가능한 상황

을 선호하며, 자신의 결정에 해 확신하는 정도가 높으

며, 상황에 한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자신이 결정한 사

항에 해 주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하지 않

는 성향을 보인다[6] 

따라서 인지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회피하기 해 명확하고 

뚜렷한 지식을 추구한다. 한 인지종결욕구가 높은 사

람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 상황에 한 심리  불안으

로 인해 안정을 찾기 해 상황에 한 종결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향을 미치게 된

다[7]. 그러므로, 종결에 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다소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확실한 결론을 유지하기 해 다

른 불확정 인 정보를 그 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갖기도 

한다[8]. 한 인지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모호한 상황에 해 더욱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 문제 상에 한 평가욕구와 정

보처리의 정도  양을 증가시킨다[4].

2.2 상황이론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ublics)의 기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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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나 쟁 에 의해 향을 받으며, 

그 문제나 쟁 에 해 유사하게 행동하는 집단의 구성

원들로서, 개인이 문제를 깨닫는 정도와 그 문제를 해결

하고자 어떤 행 를 하는 정도는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커뮤니 이션 하는지를 통해 

보다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9]. 따라서 상황이론은 문제인식, 제약인식, 

여도라는 상황에 한 개인의 인식 변수의 조합에 따라

서 사람들의 커뮤니 이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

안한다.  

2.2.1 상황인식

상황이론은 사람들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을 두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문제인식, 제약인

식, 여도 인식이라는 세 가지 독립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 , 문제인식(Problem recognition)이

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거나 상황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 상황에서 무엇인가 행

해져야 함을 지각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상황에 해 

생각하게 되는 정도’로 정의된다[9]. 따라서 문제인식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요한 사항인지에 한 단을 토 로 

문제 해결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

과 보다 극 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커뮤니 이션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다. 한편, 제약인식(Constraint 

recognition)은 ‘어떤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  특정 행동

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8]. 따라서 개인이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면 제

약인식이 높아지게 되며, 제약인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한 커뮤니 이션 동기가 어들게 된다는 

것이 상황이론의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여도 인식

(Level of involvement)의 경우 사람들이 상황에 해 가

지는 지각으로, 특정 상황이 개인 으로 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3]. 따라서 상황이론은 여도

가 낮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에 한 정보를 어떤 사 에 

계획된 탐색  활동 없이 수동 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 

2.2.2 커뮤니케이션 행동

사람들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정

보는 개인이 특정 상황이나 주제에 한 결정을 내릴 때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해 이용하는 자료로서

의 역할을 한다[10]. 사람들이 정보를 하는 맥락을 살

펴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노

출되기도 하고 혹은 개인의 필요나 욕구에 의해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되기도 한다. 실제로 커뮤니

이션 채 이 확 됨에 따라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식 한 다양해 졌다. 즉, 커뮤니 이션의 기

반이 되는 정보의 이용 방식이 단순히 노출과 수용의 단

계에서 의도 (능동 )·비의도 (수동 ), 선택·수용·확

산의 차원에서 각각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정남과 Grunig[10]은 최근 기존의 상황이론을 수정·보완

하여 사람들의 커뮤니 이션 행동을 6가지의 차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Table 1> Categories of communication behaviors

Categories
Information 

Selec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Information 

Acquisition

Active
Information

Forefending

Information 

Forwarding

Information 

Seeking

Passive
Information

Permitting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Attending

구체 으로, 정보 선별(Information forefending)의 경

우 특정 정보가 가진 가치와 련성에 의거하여 문제 해

결에 유용한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를 선별해 내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수용(Information permitting)은 말 그

로 어떤 정보이든 상 없이 이슈와 련한 내용들을 모

두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보 달

(Information forwarding)의 경우 개인이 특정 목 이나 

의도를 가지고 자발 으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하며,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의 경우 타

인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은 특정 이슈나 

주제에 한 정보를 얻기 해 계획 으로 정보를 탐색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보 주목(Information attending)

은 특정 목 이나 의도 없이 우연한 기회에 의해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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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학생들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학생들의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반값 등록  문제에 한 상황인식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반값 등록

 문제에 한 커뮤니 이션 행동에 차

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4.1 연구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이슈 설정을 해 조사 상자인 학생들

을 상으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사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경기  충청권 학에서 커뮤니

이션 분야를 공하는 79명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그들

이 개인  차원에서 가장 요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이

슈로 평가하는 사안에 해 자유로이 기입하도록 하 다.  

분석 결과, 조사 시 에 가장 요한 문제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슈가 반값 등록  문제로 나타나 이를 문제 

이슈로 설정하 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서울·경기  

강원·충청 지역의 커뮤니 이션 련 학과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선정하고, 임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한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546개의 응답이 최종 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구체 으로, 응답자

들은 남자 209명(38.3%), 여자 337명(61.7%)으로 구성되

었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 수 은 100만원 미만이 6.2%, 

100～200만원 미만이 6.8%, 200～300미만이 16.3%, 300 

～400미만이 21.8%, 400～500미만이 19.6%, 500만원 이

상이 29.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09 38.3

Female 337 6.17

Income

100 under 34 6.2

100～200 37 6.8

200～300 89 16.3

300～400 119 21.8

400～500 107 19.6

500 or higher 160 19.6

다음으로, 공 이 문제 상황에 해 어떻게 지각하는

가와 련해서는 Kim & Grunig(2011)에 의해 제안된 문

제 상황이론의 기본 가정을 그 로 용하여 문제인식, 

제약인식, 여도 인식, 그리고 커뮤니 이션 행동 변인

을 각각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한, 인지 종결 

욕구의 경우 Kruglanski & Webster(1996)가 정의한 바

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모호함, 혼란, 불확정성 

없이 확고한 답을 요구하는 정도’로 보았으며, 측정 도구

로는 Houghton과 Grewal(2000)이 제안한 인지종결욕구

에 한 간결 척도를 그 로 번역하여 각각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

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인지종결욕구는 구조화된 것에 한 선

호, 측 가능성, 명확성, 모호함에 한 불편함, 폐쇄  

사고의 5개 요인으로 각각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

하는 항목들의 요인 재치는 .51~.83까지로 나타나 측정 

항목과 요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 인지종결욕구 

하  차원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조화된 것에 한 선

호(α=.730), 측 가능성(α=.710), 명확성(α=.696), 모호함

에 한 불편함(α=.758), 폐쇄  사고(α=.828) 모두 비교

 신뢰할만한 수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커뮤니 이션 행동 역시 6개의 하  요인으로 구

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들의 요인 재치는 

.56~.83까지 나타났다. 정보 선별(α=.710), 정보 수용(α

=.846), 정보 달(α=.799), 정보공유(α=.621), 정보추구(α

=.940), 정보주목(α=.925) 요인 모두 모두 크론바흐 알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 을 확보하 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17.0을 활용하 으며, 연

구문제의 분석을 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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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과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

를 각각 실시하 다. 

5. 연구결과 

5.1 대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수준 

먼 , <연구문제 1>의 검증을 해 본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을 악하고자, 

Kruglanski(1989)가 제안한 5개의 하  차원인 구조화된 

것에 한 선호, 측 가능성, 명확성, 모호함에 한 불

편함, 폐쇄  사고 각각에 한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모호함에 한 불편함(M=4.75)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측 가능한 것에 한 선호(M=3.78), 명확성 추구 

경향(M=3.39), 폐쇄  사고(M=3.24), 구조화된 것에 한 

선호(M=3.19)의 순서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경우 구조화된 것이나 측 가

능한 일 는 상황을 즐기는 경향은 반 으로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값등록  문제와 같이 개인

으로 여도가 높은 문제 상황에 해 해당 문제가 빠르

게 해결되지 않고 모호한 정보들이 난무하는 상황에 

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for Need for closure

N Mean Std.Deviation

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546 3.19 1.195

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546 3.78 1.128

Decisiveness 546 3.39 1.086

Discomfort with 

Ambiguity
546 4.75 1.046

Closed-Mindeness 546 3.24 0.986

5.2 인지적 종결욕구 수준과 상황인식

<연구문제 2>의 분석을 해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문제인식, 제약인식, 여도 인식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종결욕구 수

의 고/ 를 구분하기 해 5개의 종결욕구 구성 요인

들에 해 각각 평균값을 기 으로 평균값 이상인 경우

에는 종결욕구 수 이 높은 집단으로, 평균값 이하인 경

우에는 종결욕구 수 이 낮은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 다. 

분석 결과, 반값 등록  문제에 한 정보들의 모호함

에 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

제인식(t=6.60, p<.001), 제약인식(t=5.98, p<.001), 여도 

인식(t=7.41, p<.001)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폐쇄  사고 경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문제

인식(t=-4.43, p<.001), 제약인식(t=-3.39, p<.001), 여

도 인식(t=-5.31, p<.001)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 상황에 한 단이나 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자 하는 성향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

제 해결에 한 제약인식을 더욱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0, p<.05). 

<Table 3> Level of Need for closure and situation 
recognition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Involvement 

recognition

M t M t M t
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low 4.84
1.80

5.48
1.00

5.39
1.22

high 4.68 5.39 5.27

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low 4.78
0.55

5.42
-0.44

5.38
1.02

high 4.73 5.46 5.27

Decisiveness
low 4.77

-0.16
5.33

2.40
* 5.25

1.55
high 4.75 5.54 5.41

Discomfort with 

Ambiguity

low 4.49
6.60

*** 5.21
5.98

*** 4.99
7.41

***

high 5.07 5.70 5.72

Closed-

Mindeness

low 4.97
-4.43

*** 5.62
-3.99

*** 5.62
-5.31

***

high 4.58 5.28 5.09

5.3 인지적 종결욕구 수준과 커뮤니케이션 행동

<연구문제 3>의 검증을 해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커뮤니 이션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independent-samples t-test를 실시하 다. 먼 , 극

인 정보 커뮤니 이션 행동을 심으로 종결욕구 수 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측 가능한 

사안들을 덜 선호하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정보 선별(t=-2.15, p<.05)과 정보 달

(t=-2.09, p<.05)에 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에 한 명확성 추구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 달(t=2.84, p<.01)에 한 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의 모호성에 한 

불편함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이들이 그 지 않은 이들

에 비해 정보선별(t=2.47, p<.05), 정보 달(t=-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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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ermitting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Attending

M t M t M t

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low 4.56
0.65

4.48
1.29

4.67
-0.90

high 4.62 4.62 4.57

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low 4.72
-2.96

** 4.47
1.61

4.73
-2.21

*

high 4.43 4.64 4.48

Decisiveness
low 4.50

1.75
4.42

2.39
* 4.55

1.14
high 4.67 4.67 4.68

Discomfort 

with Ambiguity

low 4.23
8.56

*** 4.66
-2.36

* 4.17
9.47

***

high 5.01 4.42 5.14

Closed-

Mindeness

low 5.10
-10.70***

4.48
1.28

5.11
-8.70

***

high 4.16 4.61 4.20

<Table 5> Level of Need for closure and passive 
communication behavior

p<.001), 정보 추구(t=-5.79, p<.001)의도가 더욱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폐쇄  사고 경향이 낮은 사람들이 높

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 달(t=-4.06, p<.001), 정보 달

(t=-6.04, p<.001), 정보 추구(t=-5.22, p<.001)의도가 모

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Level of Need for closure and active 
communication behavior

Information

Forefending

Information 

Forwarding

Information 

Seeking

M t M t M t
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low 3.41
1.02

3.63
.087

3.62
1.73

high 3.50 3.73 3.82

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low 3.54
-2.15

* 3.78
-2.09

* 3.73
-0.06

high 3.35 3.55 3.72

Decisiveness
low 3.33

2.84
** 3.60

1.45
3.66

1.08
high 3.59 3.76 3.78

Discomfort 

with Ambiguity

low 3.35
2.47

* 3.32
7.39

*** 3.42
5.79

***

high 3.58 4.10 4.08

Closed-

Mindeness

low 3.65
-4.06

*** 4.03
-6.04

*** 4.05
-5.22

***

high 3.29 3.39 3.45

다음으로, 수동 인 정보 커뮤니 이션 행동과 련하

여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측 가능성에 한 선호 경향이 낮은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 수용(t=-2.96, 

p<.01), 정보 주목(t=-2.21, p<.05)의도가 높은 반면, 단

에 한 명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보다 정보 공유(t=2.39, p<.05)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값 등록  문제에 한 정보의 모호성

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 보

다 정보 수용(,t=8.56, p<.001)과 정보 주목(t=9.47, 

p<.001)의도가 더욱 높았던 반면, 정보 공유(t=-2.36, 

p<.05)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폐쇄  사고 

경향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보다 정보 수용

(t=-10.70, p<.001)과 정보 주목(t=-8.70, p<.001)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처

한 문제나 상황에 해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향

을 미치는 개인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인

지종결욕구 수 이 학생들의 문제 실에 한 인식과 

커뮤니 이션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 살

펴보고자 하 다. 

첫째로, 학생들의 경우 개인의 성향 측면에서는 빠

른 종결, 단순한 의사결정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 명확한 정보의 

제공  빠른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 으

로, 이들 집단은 비교  사회문제나 이슈와 련해 다양

한 의견이나 을 수용하고자 노력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 문제 해

결에 있어서는 빠른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학생들의 이러한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 모호함

에 한 불편함 성향이 높은 이유로서 인터넷 커뮤니

이션의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상황

에 한 빠른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일수록 온라인 구

에 한 신뢰가 높다는 이 원(2012)의 연구 결과로 추론

해 볼 때, 인터넷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  빠른 의사결정

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인터넷 이용률이 상

으로 높은 학생 집단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인지  종결욕구의 하  차원별 수 에 따라 

학생들이 반값등록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

하는지 살펴본 결과, 문제 상황에 한 정보의 모호함에 

해 불편함을 높이 인식하는 집단이 상황에 한 문제

인식, 제약인식, 여도 인식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문제 상황에 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심

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다양한 을 수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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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제인식, 

제약인식, 여도 인식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값등록 과 같은 갈등 사안에 있어, 문제인식, 제약인식, 

여도 인식이 모두 높아 보다 활동 으로 커뮤니 이션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다양한 에서 이슈에 

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에 해서 불편함

을 인식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갈등이 유발

되는 정책  사안과 같은 경우, 보다 명확한 정책 결정자

들의 입장표명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상황에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종결욕구 수 은 학생 집단의 커뮤니 이

션 행동에도 각기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구조화된 삶을 선호하는 개인의 성향 차이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행동 유형의 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측 가능한 상황에 한 선호 수 이 

낮은 집단이 정보 선별, 정보수용, 정보 달, 정보 주목

과 같은 행동에 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사결정에 있어 명확성을 추구 정도가 높은 집단이 정보 

선별, 정보 공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

쇄  사고 경향이 낮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 보다 정

보공유를 제외한 모든 행동의도가 높은 반면, 문제 상황

의 모호함에 해 불편함을 느끼는 수 이 높은 집단은 

모든 커뮤니 이션 행동에 있어 극 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상에 한 정보의 모호함의 증

가가 인지종결욕구를 증가시켜 사람들로 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다른 정보에 한 민감성

(susceptibility)을 증가시켜 다는 Kardes 등[11]의 연

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

의 상인 학생들을 심으로 문제 상황에 한 인지

성향에 따른 커뮤니 이션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

터넷이나 SNS와 같은 공간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이슈에 

한 정보를 습득하고 수집하는 등의 행 를 함에 있어

서는 개인이 얼마나 사회  문제나 이슈에 해 심을 

갖고 그에 해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가가 요한 것

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 이슈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

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하기 

보다는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 트 드나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 어떤 문제에 해 자신의 입

장을 빠르게 결론짓고자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지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상이자 반값등록  문제에 가

장 민감한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 이션 채 이나 

SNS이용률이 높다는 을 감안해 본다면 문제 이슈에 

한 명확한 해결책의 부제와 더불어 부정 인 뉴스 기

사 등은 학생들로 하여  이슈와 련하여 부정  입

장을 더욱 쉽게 취하게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 폐쇄 인 사고를 하는 이들 보다 다른 사람의 의

견, 자신과 다른 입장의 견해를 보다 극 으로 수용하

고자 하는 개방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서 문제에 한 

인식, 문제 해결을 한 커뮤니 이션 행동이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값 등록 과 같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해 심을 갖게 하는데 있어 개

인의 ‘개방  정보 수용 경향’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먼 , 

본 연구의 상이 ‘ 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는 이다. 

특히, 학생 집단은 상 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하고  다른 사

람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커뮤니 이션 행 가 비교  

활발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학생 집단의 인터

넷 커뮤니 이션 행 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 온라인상의 정보 커뮤

니 이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개인의 인

지  동기로서 종결욕구와 상황인식 변수, 그리고 커뮤

니 이션 행동의 계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

속 연구를 통해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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