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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스마트폰의 사용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근 조사에서 스마트폰 보

률이 세계 1 로 나타났다. 구 (2013)이  

세계 43개국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스마트폰 보 률은 73%로 2년 

의 27%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스마트

폰에 설치한 응용 로그램의 수도 평균 40.1개

로 조사 상 국가 에서 1 다. 2009년 말

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SNS는 사람들 간의 인  네트워크 

형성을 온라인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

 계를 인터넷 공간에 구 하여 시간과 공

간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

다. SNS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계망으로 

표 될 수 있다(김승아, 2010). 지 은 이동 

에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조차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SNS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모바일 SNS란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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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NS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SNS

가 이동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다(내가 , 2010). 모바일 SNS는 컴퓨터 매

개 커뮤니 이션 (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일종이다. 단순한 정보처리 

장치로만 여겨졌던 컴퓨터가 통신망과 결합하

면서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되었고,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 이션이 주요한 커

뮤니 이션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

이다. 실제로 계맺음을 요하게 생각하는 청

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이 실 세계보다 더 쉽

게 계를 맺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문화진흥원, 2013). 지난 수십 년 동안 극

장에서 텔 비 , PC, 노트북 컴퓨터로 진화해

온 문화 컨텐츠 소비 통로도 매체가 발 할수

록 소형화, 개인화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

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

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들 간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CMC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CMC가 양

인 면에서 속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에서는 카카오스토리, 모바일 싸이월드, 페이스

북, 트 터와 같은 모바일 SNS 서비스가 리 

이용되고 있다. 모바일 SNS는 사람들이 CMC

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인 계를 형성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도록 해 다(최세

경, 2013).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잠깐의 시

간으로도 모바일 SNS에 빠르게 속하여 자신

의 사회  네트워크를 리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이 발간한 

‘SNS 이용 황’에 의하면 모바일 SNS 사용자

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3.2분으로 음성통화 

59.3분, 문자 58.8분, 채 /메신  39.3분보다 

높았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주된 킬러 어 리

이션(Killer Application)이 모바일 SNS 임을 

보여 다.

그동안 국내에서 모바일 SNS에 한 연구가 

몇 차례 있었지만 부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 다. 본 연구는 연구 상으로 30~40

 기혼 여성들을 선택 하 다. 본 연구에서 

30~40  기혼 여성들을 특정지어 연구 상으

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육아와 가사를 담

당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친구  지인들

과 면 면(Face-to-Face) 커뮤니 이션할 시간

이 상 으로 다. 특히 맞벌이 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시간이 어들어 면 면 커뮤니

이션을 할 시간이 더욱 어지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 황’ 조사

에서 응답자의 38.6%가 시간부족을 가장 힘든 

으로 꼽았다(최성일, 2012). 기혼여성들에게

는 시간부족 뿐만 아니라 공간 으로 지인  

친구를 만나기 한 외출에 한 심리 , 물리

 부담감이 존재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혼 

여성들의 모바일 SNS 활용은 다른 연령  성

별 계층에서보다 유의미한 활동일 것이라고 생

각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 , 공간

 제약을 받는 30~40  기혼여성들의 활발한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를 강화시킬 것으

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 계 강화가 궁

극 으로 30~40  기혼여성의 자존감에 향

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40  기혼여성의 모바일 SN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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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모바일 SNS 사용이 30~40  기혼여성

의 인 계 강화에 미치는 향과 인 계 

강화가 자존감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기 해 모바일 

SNS 사용 진 요인들을 규명하고 모형화하며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 강화에 미치는 

향과 인 계 강화가 자존감에 미치는 향

을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30~40  기혼여성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30~40  기혼 여성들

을 한정지어 연구 상을 설정한 것은 그동안 

연구 상에서 30~40  기혼 여성들의 모바일 

SNS 활용에 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

외되었던 특정 연령  사회 계층에 한 연구

를 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2.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페이스북, 트 터, 카카오 스토리, 모바일 싸

이월드와 같은 모바일 SNS는 CMC의 일종이

다. 이것은 SNS의 미디어  속성보다 SNS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 기능에 더욱 

주목하는 이다. 실제 하나의 커뮤니 이션

이 완 하게 면 면 이거나 CMC로 남을 수 없

기 때문에 실에서는 면 면과 CMC를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은주(2011)는 SNS가 통

인 CMC와 달리 익명성을 제로 하지 않고, 

화 방식이 사  형태가 아니라 방송 형태에 

가까워 공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CMC 이론들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고 해

도 기본 으로 면 면  커뮤니 이션과 차별되

는 커뮤니 이션 방식이라는 에서 SNS는 

CMC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MC에 한 이론들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부

터 출발하 다. CMC에 한 이론으로는 사회

 실재감이론(Social Presence Theory), 매체

풍부성이론(Media Richness Theory), 사회  

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과 이를 발 시킨 하이퍼퍼스 계이

론(Hyperpersonal Relation Theory)을 들 수 있

다. 매체의 고유한 속성 문제를 인 커뮤니

이션 연구에 결부시킨 표 인 이론으로 사회

 실재감이론과 매체풍부성이론이 있다. 이 이

론들은 CMC 매체들의 속성을 면 면  매체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사회  실재감이론에서 사

회  실재감이란 어떤 매체를 이용해 커뮤니

이션을 할 때 상 방이 커뮤니 이터와 함께 

커뮤니 이션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

는 정도를 말한다(Short et al., 1976). 얼굴의 표

정이나 자세, 제스처, 시선, 복장, 음성 등을 특

정 매체가 달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사회  실재감이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매체풍부성이론은 커뮤니 이션 참여자들의 

생김새, 차림새, 화 환경 등에서 얻는 정 인 

단서와 비언어 인 행동에서 달되는 동 인 

단서가 존재하는 데 그 단서들의 존재에 따라 

각 매체의 풍부성(Richness)이 달라진다는 이

론이다(Trevino et al., 2000). 사회  실재감이

론과 매체풍부성이론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

던 간에 비언어 인 시각 , 청각  단서들이 

탈락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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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서들의 부재로 인해 면 면  커뮤니

이션과 CMC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CMC가 면 면  커뮤니 이션에 비해 소통 가

능한 단서의 수와 종류가 떨어진다고 본 것이

다(Walther and Parks, 2002). 그러나 90년 에 

들어서면서 CMC가 면 면  커뮤니 이션과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 두되었는데 그것이 사

회  정보처리이론이다(Walther, 1992).

2.2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사회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CMC와 면

면  커뮤니 이션을 비교하 을 때, 계형성 

기에는 화를 주고받는데 있어서 상 방에

게 메시지가 달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면 면  커뮤니 이션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희석되고 

결과 으로 인 계의 친 성에는 두 커뮤니

이션 방법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다

(Walther, 1992). 

이후에 Walther(1996)는 이를 발 시켜 하이

퍼퍼스 계이론을 정립하 는데, 이것은 

CMC가 인 계의 친 감 형성에 면 면 커

뮤니 이션 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론

이다.

Walther(1992)의 사회  정보처리이론 

에서 보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

리 CMC가 정 인 계형성에 기여하는 바

가 면 면  커뮤니 이션보다 불리하지 않다. 

이 이론에서 CMC 커뮤니 이터는 사회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 그러기 

해서 CMC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문자로 

달되는 정보를 읽으면서 상 방에 한 인상

을 가지면서 서로 커뮤니 이션 하게 된다. 이 

인상에 의존하여 상 방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알아가고 계를 형성해 나간다. CMC가 면

면  커뮤니 이션에 비해 단서가 은 것은 사

실이지만 그 만큼 언어 인 단서를 제공하기 

해 다양한 언어  략을 구사하게 된다. 따

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면 면  커뮤니 이션과 

동일한 수 의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하이퍼퍼스 계이론은 한발 더 나아가 

CMC가 면 면  커뮤니 이션보다 화방, 오

락, 게임 등의 휴식  오락 인 커뮤니 이션 

역에서 면 면  커뮤니 이션 상황보다 감정

, 정서  메시지를 더 잘 교환 할 수 있다고 

하 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메시지를 작성

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좋게 보

이게 하는 메시지만 선별하여 보낼 수 있다. 이

러한 화가 계속될수록 상 방은 면 면  커

뮤니 이션 상태보다 오히려 더 좋은 계로 

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이론은 

충분한 시간과 상 방이 상 방에 한 만남에 

한 기 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Walther, 

1996). Walther의 이론들은 CMC의 인 계 

발  단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

용자들은 CMC를 통하여 화할 때, 제한된 정

보지만 그것들을 활용하여 사회  계를 형성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alther의 사회  정보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 시간부족  친구  지

인들과 물리  거리감 때문에 면 면 커뮤니

이션할 기회가 상 으로 은 30~40  기혼

여성들을 상으로 CMC의 일종인 모바일 

SNS가 인 계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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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계기판이론

자존감은 일반 으로 자신에 해 어떻게 느

끼고 있는지에 한 개인 인 평가이며 자신의 

행동이나 목 을 나타내는 일에서 갖게 되는 

자신의 가치, 유용성, 자신의 능력에 한 느낌

을 말한다(송원섭, 1989). Rosenberg(1965)는 

자기 자신에 한 정  평가와 련된 자아

존 감은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 반

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자아 귀인

(Self-attribution) 그리고 심리  요성

(Psychological Centrality)의 4가지 원인에 의

해 형성된다고 설명하 다. 개인의 자존감이 외

부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계기 이론(Sociometer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  존재이므로 자존감은 

인 계의 계기 과 같은 역할을 한다(Leary & 

Downs, 1995). 자존감은 사회  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훌륭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 

계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자존감

도 높아진다는 것이다(Anthony et al., 2007). 

이는 자존감에 한 연구  진화  을 반

하고 있다.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30~40  기혼여성들의 모바일 

SNS 사용을 진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를 강화하고 자존감에 

정 인 향을 주는지를 알아본다. Walther(1992)

가 제시한 사회  정보처리이론 에 따라 

CMC의 일종으로써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를 강화할 것인지를 악하고, 인 계 강

화가 자존감에 정 인 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토 로 모바일 SNS

의 사용에 향을 주는 진 요인으로는 편재

감, 효용, 애착을 설정하 으며 이에 따른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다. 연구변

수의 선정은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도출

되고 검증된 변수들을 주로 선정하 으며, 기

존 연구에서 도출된 속성들 에서 공통 으로 

사용자에게 향을 주는 속성들을 사용자가 모

바일 SNS를 사용할 때 사용을 진시키는 요

인으로 보고 변수로 선정하 다.

연구
변수

조작  정의 련연구

편재감

언제 어디서나 모바

일 SNS를 이용할 수 

있음

Kalakota and 
Robinsoin(2002)

효용

모바일 SNS가 주는 

가치와 도움에 한 

느낌

진동욱, 
김상훈(2008)

애착

모바일 SNS 사용에 

한 착과 의존에 

한 느낌

나은 (2005) 
최세경(2012)

모바일 

SNS 
사용

모바일 SNS를 사용

하는 정도

김종기, 
김진성(2012)

인
계

강화

모바일 SNS를 통해 

인 계를 강화시

키는 정도

송경재(2005)

자존감

자신의 능력이나 가

치 는 요성 등에 

해 스스로가 내리

는 주  평가

송원섭(1989)

<표 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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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모바일 SNS 사용을 진시키는 요인을 선정

하기 해 우선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

 모바일의 속성과 SNS의 속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모바일의 속성을 정의한 Kalakota 

and Robinson(2002)의 연구에서 보면 편재성, 

근가능성, 보안성, 편의성, 치확인성, 개인

성, 상황의존성의 7가지를 규명하고 있는데 이

러한 모바일의 특성이 기존의 PC기반 온라인 

환경과 차별화되는 모바일만의 특성으로 모바

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다

음으로 SNS의 속성으로 유진(2011)은 근성, 

최신성, 유용성을 꼽았다. 근성은 기존의 미

디어와는 달리 은 비용 는 무비용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유용성은 구나 쉽

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최신성은 시간

인 근에 한 즉각 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과 SNS의 속성을 통합하

여, 심선희와 문제 (2012)은 근성, 유용성, 

최신성, 연결성의 4가지를 모바일 SNS의 속성

으로 정리하 다.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4가지 

모바일 SNS의 속성은 이용자의 만족과 지속

인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밝

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의 사용을 진하

는 요인으로 이러한 모바일 SNS의 속성을 통

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재감과 효용에 주목하

다. 모바일 SNS의 근성과 연결성은 사용자

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SNS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편재감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기존의 PC기반 SNS와는 달리 스마트

폰이 확산되면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SNS에 속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용성과 최신성은 모바일 SNS 사

용자들이 모바일 SNS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효

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용성은 일반 인 

정보시스템의 만족도나 사용의도에 향을 주

는 요인이고,  최신성은 최신정보의 제공 정도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SNS의 유용성과 최신성을 사용자들이 직  느

끼는 효용으로 측정하여 모바일 SNS 사용을 

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동 화에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의 애착 수 이 이동 화를 이용하는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나은 , 2005). Bowlby(1969)는 애착

(Attachment)이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유

계처럼 그 주체에게 안정감과 안을 주는 

상에 해 느끼는 강한 친 감으로 정의하

다.  최근 연구에서 모바일로 SNS를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SNS를 통해 

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최세경, 2012). 애착은 공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정 장소가 특정 활동을 하

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거나 다른 장소에 비해 

낫다고 생각될 때 장소에 한 애착을 지니게 

된다(Stokols and Shumaker, 1981).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SNS에 느끼는 애착을 

모바일 SNS의 사용 진 요인 의 하나로 선

정하 다.

모바일 SNS 사용 진 요인으로 그동안 연구

되어온 여러 가지 요인을 편재감, 효용, 애착이

라는 범 에 포함시켜 조사하고자 하 다. 이

게 편재감, 효용, 애착 3가지를 모바일 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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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진 요인으로 선정하여 모바일 SNS를 사

용하는 30~40  기혼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H1]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재감은 모바일 SNS 
사용을 진할 것이다.

[H2] 사용자들이 느끼는 효용은 모바일 SNS의 

사용을 진할 것이다.
[H3] 사용자들이 느끼는 애착은 모바일 SNS 사

용을 진할 것이다.

‘제6차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SNS 사용 후 타인과 커뮤니 이션 활

동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체 응답자의 73.4%

에 달했다. 모바일 SNS 사용자의 79.6%가 친

교  교제를 해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

게 모바일 SNS의 사용의도의 부분이 인

계 강화에 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사용자

들이 모바일 SNS를 통해 인 계가 강화되었

다고 느끼는 지를 실증 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 다.

최세경(2012)은 SNS가 모바일로 확장되고 

인 커뮤니 이션 채 로 부상하는 환경에서 

SNS 상호작용은 이용 후 인 계에 매우 높

은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 이

는 기존의 CMC 연구에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인 계를 축소시킨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CMC를 하나의 인 커뮤

니 이션 채 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SNS 이용자의 하루 평균 모바일 SNS와 채 , 

메신  이용시간이 2시간이 넘고 있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13).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바

일 SNS가 요한 커뮤니 이션 채 로 자리잡

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기의 CMC 연구에서

는 면 면  커뮤니 이션에서 인 계의 형성

과 발 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커뮤니

이션 단서, 사회 실재감, 풍부한 정보의 수  

등이 CMC 환경에서 상 으로 부족하고 제

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으로 인하여 인

계의 형성과 발 , 유지에 있어서 CMC가 부

합하다는 이었다(McKenna et al., 2002; 

Kraut, 1998). 그러나 이러한 한계 이 상당부

분 극복된 모바일 SNS의 경우 기존의 CMC와

는 다른 상반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세경, 2012). 

본 연구에서는 특히 30~40  기혼여성들의 

실제 인 계  강화에 모바일 SNS 사용이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차별화하여 살펴보

고자 하 다. 그리고 강화된 인 계가 자존감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H4의 연구가설을 설립하 다.

[H4] 모바일 SNS 사용은 30~40  기혼 여성들

의 인 계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SNS 사용과 자존감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300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의 자존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SNS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하는 사람

들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피승정, 

2012).  장애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SNS

를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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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
항목

측정항목 내용

편재감

U1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SNS 
과 사진을 볼 수 있다.

U2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지인의 SNS에 연락이 가능

하다.

U3 모바일 SNS를 통해 언제 어디

서나 댓 , 공감이 가능하다.

효용 B1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

<표 2> 측정항목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체 인 계에서 더 

높았다는 연구도 있다(이지연, 정은희, 2012). 

같은 연구에서 인 계는 자존감과 정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40  기혼여성들의 인

계 강화가 실제 자존감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사회  계기

이론에 근거하여 인 계 강화가 자존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해 아래와 같은 H5의 연구가설을 세웠다.

[H5] 인 계 강화는 이용자들의 자존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및 분석 기법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30~40  기혼여성들의 온라인 커

뮤니티인 ‘모네타 미니 ’ 커뮤니티 회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모네

타 미니  커뮤니티는 재테크 문 포탈인 모

네타(www.moneta.co.kr)의 미니가계부 앱의 

커뮤니티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로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 이용층이 30~40  기혼여

성이다. 1999년 설립된 이래 꾸 히 회원을 유

지하고 있는 포탈로 설문 상을 수집하기에 

합하다고 단하 다.

설문은 201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 동

안 온라인 설문 조사 문 사이트인 써베이 몽

키(Survey Monkey)를 통해 실시하 으며, 총 

240개의 응답  도에 응답을 단한 47개를 

제외한 총 197개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는 SPSS 17.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한 기 인 분석을 수행하 고 

AMOS 1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을 통해 제시된 6개의 변인들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이론  논의에서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과 함께 본 연구자가 모바일 SNS

의 특성에 맞게 새로 개발한 설문항목을 포함

시켜 총 20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설

문항목은 리커트(Likert) 7  척도로 측정하

으며, 측정항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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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B3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유용하다.

애착

A1 모바일 SNS를 사용하지 않으

면 고립된 느낌이 든다.

A2 모바일 SNS를 확인할 수 없으

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A3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이다.

모바일 

SNS 사
용

SU1 나는 모바일 SNS를 통해 지인

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SU2 나는 모바일 SNS를 통해 지인

들의 소식을 확인한다.

SU3 나는 업데이트 알람이 오면 모

바일 SNS에 속한다.

인
계

강화

R1 나는 지인들에게 더욱 친근감

을 느끼게 되었다.

R2 나는 지인들과 연락하는 횟수

가 늘어났다.

R3 나는 지인들과 계가 좋아졌

다.

자존감

S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S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

각한다.

S3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할 수 가 있다.

S4 나는 나자신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S5 나는 나자신에 하여 체로 

만족한다.

구분 빈도
비율
(%)

나이

30~35 112 56.9
36~40 45 22.8
40~45 34 17.3
45~50 6 3

자녀수

0명 38 19.3
1명 60 30.5
2명 83 42.1
3명 13 6.6
4명이상 3 1.5

스마트폰 6개월 미만 9 4.6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모바일 SNS

를 사용 인 30~40  기혼여성을 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 집

단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표 3>과 같다.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30~35세가 총 응답자

의 56.9%로 가장 많았으며 30 가 79.7%를 차

지하 다. 한 80.7%이상이 한명 이상의 자녀

가 있었다. 부분의 이용자가 주이용 모바일 

SNS로 카카오스토리(80%)를 이용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SNS 이용 

황’에 따르면 30~40  모바일 SNS 선호도에서 

카카오 스토리가 40~42%의 선호도를 보 는

데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니 카카오 스토리에 한 선호가 2배 가

까이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SNS 사용 기간은 

1년 이상 이용한 응답자가 70% 이상으로 모바

일 SNS 사용이 인 계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이용 기간이라고 

단된다. 모바일 SNS 속 횟수는 하루에 하루

에도 여러 번 속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바일 SNS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루 평균 모바일 SNS 사용 시간은 1시간 내외가 

60% 고, 휴 폰 요 은 과반 이상의 응답자

가 6만원 미만이었다(61%).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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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6개월~1년 미만 25 12.7
1년~2년 미만 84 42.6
2년 이상 71 36.0

주이용 모
바일 SNS

카카오스토리 157 79.7
페이스북 21 10.7
모바일 싸이월드 5 2.5
트 터 3 1.5
기타 3 1.5

모바일 SNS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14 7.1
6개월~1년 미만 40 20.3
1년~2년 미만 98 49.7
2년 이상 37 18.8

모바일 SNS 
속 횟수

일주일에 한번 8 4.1
일주일에 두세번 15 7.6
하루에 한번 38 19.3
하루에 여러 번 128 65.0

하루 평균 
모바일 SNS 
이용 시간

30분 내외 59 29.9
30분~1시간 59 29.9
1시간~2시간 43 21.8
2시간 이상 28 14.2

한 달 
휴 폰 요

1~2만원 7 3.6
3~5만원 113 57.4
6~8만원 65 33.0
9만원 이상 4 2

4.3 측정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고,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시한 측정모형의 분석과 구

조모형의 분석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2단계 분

석법을 용하 다.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연구 개념의 단일차원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검토하 고 그 후 구조모형의 분석결

과를 통해서 체 모형의 타당성과 가설을 검

증하는 차를 거쳤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서 각 구성개념의 Cronbach-α,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평균

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을 이용하 다.  CR은 측정변수의 내  일 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값이 0.7 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본다. AVE는 측정변수

가 구성개념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다. 

이는 0.5 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본다(Fornell and Larcker, 1981). 마지막으로 

Cronbach-α는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해 사

용된 측정변수들의 내  일 성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0.7 이상이면 연구모형에 한 신

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집  타

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 개념을 측정

하는 여러 개의 측정변수의 상 계의 정도를 

의미하며 각 구성개념에 속한 측정변수의 추정

치가 0.5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Segars and Grover, 1993). 본 연구에

서는 <표 4>와 같이 AVE이 모두 0.5 이상이며, 

Cronbach-α가 모두 0.7 이상이고 각 구성개념

의 표 화 추정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신뢰성과 집  타당성이 모두 확보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란 구성개념이 얼마나 고유한지를 

나타내며 구성개념들의 측정치 간에는 확연

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ef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방법으로 별 타

당성을 검증한다. 이 방법은 각 구성개념에 

한 AVE가 두 구성개념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의 상 계수 값보다 크면 

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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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나타난 측정모형의 별 타당성 

결과를 보면 각 구성개념들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

로 본다. 한 각 개념들 간의 상 계수도 0.7 

이상인 것이 없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를 이용하

여 측정모형 반의 설명력에 해 살펴본다.

<표 4>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집  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 화 추정치 t-값 C.R. AVE Cronbach-α

편재감

U1 .799 -
0.819 0.603 0.923U2 .976 15.887

U3 .845 13.909

효용

B1 .894 -
0.937 0.834 0.942B2 .952 21.791

B3 .915 20.044

애착

A1 .862 -
0.818 0.600 0.900A2 .914 16.791

A3 .833 14.659

SNS 사용

SU1 .638 -
0.790 0.562 0.797SU2 .911 14.376

SU3 .820 9.413

인 계 강화

R1 .911 -
0.900 0.752 0.912R2 .861 17.257

R3 .892 18.517

자존감

S1 .927 -

0.975 0.887 0.941
S2 .938 24.180
S3 .912 22.159
S4 .784 15.258
S5 .790 15.498

<표 5> 측정모형의 별타당성 평가

편재감 효용 애착 SNS 사용 인 계 강화 자존감

편재감 0.777
효용 0.528 0.914
애착 0.469 0.523 0.775

SNS사용 0.634 0.607 0.698 0.750
인 계 강화 0.428 0.547 0.687 0.696 0.867

자존감 0.306 0.283 0.197 0.313 0.34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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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유형

합지수 수용 기
분석 
결과

부합
지수

X2/자유도 ≤3.0 1.635

X2

자유도
p-value ≥0.05

264.88
162
.000

근사오차평균자승
잔차 (RMSEA) ≤0.08 0.057

잔차평균자승이
근 (RMR) ≤0.10 0.090

합지수(GFI) ≥0.90 0.881

조정 합지수
(AGFI) ≥0.80 0.846

간명 합지수
(PGFI) 0.680

증분
부합
지수

표 합지수
(NFI) ≥0.90 0.927

증분 합지수(IFI)
1.0 

근사시 

양호

0.970

<표 7> 구조모형의 합도 평가

<표 6> 측정모형의 합도 평가

합도 
유형

합지수
수용 
기

분석 
결과

부합

지수

X2/자유도 ≤3.0 1.507

X2

자유도
p-value ≥0.05

233.6
155
.000

근사오차평균자승잔
차(RMSEA) ≤0.08 0.051

잔차평균자승이 근 
(RMR) ≤0.10 0.063

합지수(GFI) ≥0.90 0.893

조정 합지수(AGFI) ≥0.80 0.855

간명 합지수(PGFI) 0.659

증분

부합

지수

표 합지수(NFI) ≥0.90 0.935

증분 합지수(IFI)
1.0 

근사시 

양호

0.977

상 합지수(RFI)
1.0 

근사시 

양호

0.921

비교 합지수(CFI) ≥0.90 0.977
터커 - 루이스지수 
(TLI) ≥0.90 0.972

간명부
합지수

간명표 합지수
(PNFI) ≥0.60 0.763

간명비교 합지수
(PCFI) ≥0.60 0.797

<표 6>을 보면 카이자승치(x2)는 자유도 115

에서 233.66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자승치(x2)를 

자유도로 나  값이 1.507로 일반 으로 권고

하는 수용 기 치인 카이자승치(x2)가 자유도

의 3배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 다. 

합지수에서의 근사오차평균자승잔차

(RMSEA)는 0.051로 수용 기 인 0.08 미만으

로 나타나서 충족되었다. 합지수(GFI)는 

0.893로, 조정 합지수(AGFI)는 0.855로 체

으로 측정모형의 합도가 수용기 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부합지수 외

에 증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수도 권고치를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구조모형의 평가 및 가설검증

다음으로 체 연구모형에 한 논의를 해 

주요 구성개념들 간의 계를 추정하는 구조모

형의 분석을 실시하 다. <표 7>은 구조모형의 

합도 평가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합

지수에서의 근사오차평균자승잔차(RMSEA)
는 0.057로 수용 기 인 0.08 미만으로 나타나

서 충족되었다. 합지수(GFI)는 0.881로, 조정

합지수(AGFI)는 0.846으로 체 으로 측정

모형의 합도가 수용기 을 충족시키고 있다. 
부합지수 외에 증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

수도 권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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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합지수
(RFI)

1.0 
근사시 

양호

0.914

비교 합지수
(CFI) ≥0.90 0.970

터커-루이스지수 
(TLI) ≥0.90 0.965

간명부
합지수

간명표 합지수
(PNFI) ≥0.60 0.790

간명비교 합지수
(PCFI) ≥0.60 0.827

다음 <그림 2>는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연구모형의 경로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H1~H5의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편재감, 효용, 애착이 

모두 모바일 SNS 사용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 강화에 정 인 향(t=8.287, 

p<0.001)을 미치며, 인 계 강화는 자존감에 

정 인 향(t=4.860, p<0.0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추가 으로 인 계 강화가 모바일 SNS 사

용과 자존감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매개효

과 분석을 실행하 다. AMOS 분석 결과 모바

일 SNS 사용의 간 효과는 0.213으로 측정되

었다. 직 효과의 값은 0.16으로 Critical Ratio

값은 1.248이고 P값이 0.212로 유의하지 않았

다. 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

계 강화가 모바일 SNS 사용과 자존감 사이

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Ⅴ. 결 론

CMC의 일종인 SNS는 자신의 로 일과 

사회  네트워크를 공개하기 때문에 인 계

에 미치는 향이 크다. 네트워크의 심이 모

바일로 옮겨지면서 모바일 SNS에 속하는 것

이 스마트폰 보유자의 하루의 일과가 될 만큼 

양 인 면에서 모바일 SNS는 기존의 커뮤니

이션 채 을 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모바일 SNS의 사용을 높이는 진 요인

으로 편재감, 효용, 애착을 규명하 다. 편재감

은 모바일 SNS 사용의 주요한 진요인이다.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이 의 SNS는 시간과 장

소의 제약을 받아왔다. 지 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SNS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

디서나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양 으로 증 한 모바일 SNS 사용이 특

히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제약이 많은 30~40  

기혼 여성들에게 인 계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모바일 SNS 

사용이 오히려 인 계 강화와 자존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피승정, 2012),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

기 때문에 30~40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생들보다 지인들과 면 면 커뮤니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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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간  여유가 고 공간  제약을 받기 때

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를 강화하고 강화된 인

계가 자존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5개의 가설

은 모두 채택이 되었다. 모바일 SNS 사용에 

한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편재감, 효용, 애착에 

한 가설 H1, H2, H3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SNS를 통해 

과 사진을 볼 수 있고, 지인들과 연락이 가능

하고 댓 을 달며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

바일 SNS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유용하기 때문에 효

용을 느껴 모바일 SNS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이 하

루에 일과  하나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립

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등 모바일 SNS에 애

착을 느껴 모바일 SNS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바일 SNS의 사용이 인 계 강화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세경(2012)의 연구에서 모바일 SNS 

상호작용이 이용 이후 인 계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CMC의 일종인 모바일 SNS가 

인 계 강화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실증하여 사회  정보처리이론을 지지하는 연

구결과를 도출하 다.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것이 30~40  기혼여성에게는 인 계를 강

화하고 강화된 인 계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30~40  기혼여성들은 가정의 부분의 소

비를 담당하며 기업들의 연구 상이 되고 있

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성들의 스마트폰에 몰

입하는 성향이 남성들보다 큰 만큼 집단에 

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기혼여성들의 모바일 SNS 사용이 

인 계  자존감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양육 효능감 등 가정 내 계에 미치는 향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 양육자인 어

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

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모바일 SNS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구매력  소비욕

구가 높은 30~40  기혼여성들을 마  목표

로 설정하고 모바일 SNS를 통한 기업-고객간 

계 맺기를 통해 마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모바일 고부분이 2012년

도 2분기에는 0% 으나 2013년 2분기에는 

41%로 성장하여 페이스북의 주가가 2013년 7

월 31일에는 기업공개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를 

넘었다(이데일리, 2013.7). 그만큼 모바일 시장

에서의 성장이 기업의 가치에 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해서 모

바일 SNS와 그 사용자들을 연구하는 것은 의

미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0~40  기혼 여성들을 상

으로 특정지어 연구하 는데 다른 연령층이나 

세 들의 특성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통령은 

2013년 11월 15일에 바인(Vine)을 통해 마이들 

스콧이라는 5살 소년에게 메시지를 달하 는

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세 별로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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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존에 트

터, 페이스북에 이어 바인, 리커, 스냅쳇 등 

10  들에게 인기가 있는 서비스가 뜨고 있다. 

2013년 10월말 데이비드 이버스만(David 

Ebersman)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0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이탈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부모, 교사 등 어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10  들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 탓이라

고 분석하 다. 포 스는 지난 11월 13일 페이

스북을 극 으로 사용하는 10  사용자 비

이 지난 1분기 76% 에서 3분기에는 56%까지 

하락한 반면, 챗은 1021%, 바인은 639%, 

리커는 254% 늘었다라고 밝혔다(조선비즈, 

2013.11). 이 듯 특정 세 별, 계층별 모바일 

SNS 활용 형태를 차후 연구에서 좀 더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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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Mobile SNS on Personal Relationship Enhancement 
and Self-esteem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Based on Usage Acceleration Factors

Kim, Jongki․Han, Ji-Yeon

The center of networking is moving toward mobile from PC based computing environment.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are increasing rapidly today. One of the most popular smart phone 

applications is mobile SNS such as Kakao Story, Facebook, Twitter, Mobile Cyworld, etc. Mobile 

SNS means social network services based on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research 

focused on mobile SNS usage of married women who have not enough time for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their friends to enhance their friendship.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have lots of things to do like housework and caring their 

children. Mobile SNS would help their communication in aspect such of free of space and time. 

Through Mobile SNS married women can reinforce their 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steem.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IP) is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y developed 

by Walther(1992). Once established, online personal relationships may demonstrate the same 

relational dimensions and qualities as face-to-face relationships. The theory explains how people 

get to know one another online, without nonverbal cues, and how they develop and manage 

relationships in the computer-mediated environment.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marred women's Mobile SNS activities reinforce their 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steem.

Keywords: Mobile SNS,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elf-esteem

* 이 논문은 2013년 8월 4일 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14년 2월 4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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