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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모바일 기기의  보 과 일상  사용은 

이제 일상화된 풍경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스

마트 폰을 마치 자신의 수족인양 늘 휴 하고 

다니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실

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은 인터

넷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즉시

성과 직 성을 높여 으로써(Yang & Park, 

2005)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반의 어 리

이션들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mobile instant messenger: 이하, MIM)는 스마

트 폰 사용자의 이용행태에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어 이에 한 심 한 증폭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폰 이용자의 89.2%

가 MIM을 이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장년

층의 이용률 한 속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그만큼 MIM이 우

리의 커뮤니 이션 생활에 가깝게 그리고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최근 2∼3년간의 

속한 성장률을 감안해 볼 때 향후 MIM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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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카오톡’, 

NHN의 ‘라인’, SK 래닛의 ‘네이트온’ 등 포

털업체나 통신업체들도 모바일메신  서비스

를 경쟁 으로 출시하면서 모바일커뮤니 이

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MIM서

비스 사용으로 PC용 메신 와 이메일 이용량

의 감소는 물론, 스마트 폰을 이용한 메시지와 

음성통화 이용량 한 감소했다고 한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12). 이처럼 경쟁 인 모바일서

비스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더 나은 안이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완 한 성공’을 말

하긴 어렵다. 이와 련하여 그동안 정보시스

템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시간이나 사

용량을 심으로 확산연구를 개해 오거나

(Rogers, 2003), 과다한 사용시간 등을 통해 

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은 

스마트 폰 환경에서 서비스되는 MIM과 같은 

어 리 이션 사용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합

하지 않은 면이 있다. 기본 으로 스마트 폰은 

항상 휴 하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로, MIM서

비스만을 한 사용시간을 따로 규정하고 측정

하기가 실 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스템을 

실질 으로나 감정 으로 의지하는 ‘MIM의존

도’ 개념을 심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의

존도(dependence)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으로(Seddon, 1997), 

단순히 이용여부나 사용량보다는 개인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Kim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MIM의존에 향요

인을 악하는 것이다. 둘째, MIM이 커뮤니

이션 도구라는 을 감안하여 ‘메시지’ 특성과 

‘사회 ’ 측면에서 MIM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 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MIM이 

커뮤니 이션 도구라는 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시스템특성이나 정

보특성을 심으로 근한 것과 다르게, MIM

의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근했다는 에서 

차별 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커뮤니 이션의 근본  목 인 사회

 측면과 커뮤니 이션을 통해 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 특성을 심으로 주요 변수를 구성

하 다. 연구결과는 MIM에 한 커뮤니 이션 

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MIM 서비스 의존과정을 반 으

로 이해하는 데 이론 실무  함의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Ⅱ. 선행연구

2.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 은 를 살아가는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를 바꾸고 있다. 

특히 미디어 기술발달은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에 향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 문화  가치를 지니게 된다. 화기와 카

메라는 융합된 지 오래 이고, 디지털 기술에 

의한 스틸카메라와 동 상 카메라의 합체, 그리

고 텔 비 과 컴퓨터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커

뮤니 이션 도구들의 융합은 필연 으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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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의 변화를 동반한다.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야기한 World 

Wide Web의 뒤를 이어, 소  ‘이동통신과 인

터넷의 결합’이라 일컬어지는 모바일 웹이 새

로운 커뮤니 이션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미, 모바일 기술에 의해 음성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문자  소통방식이 한 시 를 풍미하

으며, 이제는 단지 문자만의 소통이 아닌 사진

이나 그림 등으로도 소통이 가능한  한 번의 

모바일 커뮤니 이션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

다. 그 심에 MIM이 있다. 

MIM 환경의 출 은 기존의 문자 메시지 서

비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텍스트 심의 의사소

통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MIM은 문자 메시

지와 다르게 시각  이미지를 부가 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과 실시간으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차별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MIM의 표 인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Kakao-Talk), 라인(Line) 등이 있으며, 이러한 

메신  서비스는 하나의 커뮤니 이션 행 를 

한 어 리 이션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커뮤니 이션’이

라 조사되었다. 그 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MIM의 속은 음성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 공간 인으로 제약 없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 다고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MIM은 ‘모바일이

라는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시각  

커뮤니 이션 행 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라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진화된 MIM서비스는 기존의 문자 심과 한정

된 이미지에서 발 되어, 많은 시각  이미지 

요소를 랫폼에 임화시켜 풍요로운 모바

일 커뮤니 이션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MIM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흐름

을 살펴보면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기반의 수용에 한 

연구(Ke & Li, 2009; Liu et al., 2011; Jiang & 

Deng, 2011), 이용 동기와 가치에 한 연구(Ke 

& Li, 2009; Deng et al, 2010), 만족과 지속사

용에 한 연구(Deng et al., 2010; Zhou & Lu, 

2011; 이보경 김병수, 2012) 등으로 나 어볼 

수 있다. 략 인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을 통해 수용과 만족을 설명

하거나 정보 사회  유용성을 심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MIM

을 하나의 시스템이나 기능  어 리 이션으

로만 본 것으로, MIM이 기본 으로 서비스되

는 커뮤니 이션 환경에 한 이해를 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M이 의사

소통을 한 사회  커뮤니 이션 도구라는 

을 토 로,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의 특

성과 사회 인 계특성을 심으로 근하고

자 한다.  

2.2 의존도

2.2.1 MIM 서비스 의존

시스템 의존이란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하여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

다. Seddon(1997)은 IS 사용이 정보시스템을 이

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순이익에 한 기 치

를 반 해 주어 IS 사용을 IS 성공의 결과 행동

으로 모델화해주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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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정된 Seddon의 모델

Rai et al.(2002)의 연구는 IS 사용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IS Use)을 의존(dependence)

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시스템의  자발

인 사용에 하여 시스템에 한 의존정도를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측정할 것을 제시하 다. 

Seddon(1997)은 비자발  사용 환경 하에서 정

보시스템의 사용이 빈번하다거나 사용기간이 

길다고 정보시스템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 다. 정보시스템이 유용하게 지각된다

면 그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기 

해 의존 인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에 한 정 인 효과를 

유발시켜 이로 인해 사용자는 시스템에 의존하

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

의 도구로 여러 채 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식 송인국(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MIM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안을 찾지 않으

려는 것을 정보시스템의 성과로 보았다. 지각된 

유용성과 IS 사용 사이의 계를 포함한 Rai et 

al.(2002)의 수정된 Seddon의 모델은 <그림 1>

과 같다.

2.2.2 미디어 의존

MIM에 한 의존은 미디어의존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Ball-Rokeach, 1985)

에 개념  토 를 두고 있다. 미디어의존이론에

서는 의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서 

해당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 이 어느 정

도인지를 측정하고 있다. 즉 ‘MIM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의사소통을 한 목 을 달

성하는 데 있어서 MIM서비스를 얼마나 요하

게 여기는지 실질 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 독’을 거론될 수 있

다. 일반 으로 미디어 사용과 련하여 독의 

개념은 “미디어나 서비스에 한 의존행동이 

상 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미디어 사용에 내

성이 생겨 사용량이 늘어나고, 해당 미디어나 

서비스가 없으면 불안과 조를 경험하는 강박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riffiths, 1999). 즉 미디어 독으로 개념화

되는 미디어 과다 의존 상이 발생하는 것이

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독이란 용어는 “물질 련 

장애(substance related disorder)”로 알코올, 코

카인, 마약 등의 구체 인 물질로 인한 의존이

나 집착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고성

자, 2012). 인터넷, 게임, 휴 폰 등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집착이나 일상생활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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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것들을 의존, 독 등으로 표 하고 있다. 이처

럼 연구자들에 따라 독, 의존도, 과다사용 등

의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성자, 2012; Lu et al., 2011). 

하지만 엄 하게 보면 독은 특정 매체의 

이용량과 이용 빈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량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면 

의존도는 개인에게 차지하는 요성과 같은 구

조  치를 가리킨다(이보경 김병수, 2012). 

를 들어 MIM 사용이 빈번하지 않더라도, 타

인과의 의사소통을 한 특정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의존 인 도구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모바일 환경에서 커뮤니 이션 서비스인 

MIM에 한 의존도를 설명하기 해, IS 성공

모형(DeLone & McLean, 1992; Seddon & 

Kiew, 1996; Rai et al., 2002)과 미디어의존이

론(Ball-Rokeach, 1985; Kim et al., 2007)을 기

반으로 아래와 같이 모형화하 다. 사회  커뮤

니 이션 도구인 MIM에 한 의존도를 설명하

는 데 있어 ‘모바일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라

는 에 기 하여 메시지 특성을 도출하 다. 

한 동기요인을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유발에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반 하여 의존도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고,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주어 

외 인 보상 없이도 유발되는 행동이 내재  

동기이고, 보상이 주어지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해 유발되는 행동이 외재  동기라 할 수 있

다(Deci, 1975). 특히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

술 수용  이용 행 에서 외재  동기와 련

된 신념  표 인 개념이다(e.g., Davis et 

al., 1992; Hsu & Chiu, 2004). 이와 더불어, 최

근 정보기술 수용과 이용에 한 연구에서 

로우, 지각된 즐거움, 유희성 같은 내재  동

기를 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이웅규 이승

헌, 2005). 로우는 행동 그 자체가 흥미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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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것이므로 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

되는 행동을 내재 으로 동기화된 행동

(Csikszentmihalyi, 1990)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로우를 내재  동기

로, 지각된 유용성을 외재  동기로 구성하여 

MIM의 의존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그

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3.2 연구가설

3.2.1 메시지 요인과 지각된 유용성에 한 

가설

면 면 커뮤니 이션과 달리 MIM의 상황에

서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 정보를 얻

기가 쉽지 않지만, MIM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

모션기능이나 이모티콘 등은 상 방의 의도나 

태도를 유추하고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히 달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이처럼 메

시지가 얼마나 생생하게 구체 으로 사실감 있

게 달되었다고 지각하는지를 메시지의 생동

감이라고 정의하 다. 즉, 메시지의 생동감이란 

의미 달에 을 둔 개념으로, MIM에서의 

메시지 생동감은 이모티콘을 통한 발화 맥락에 

의하여 더욱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해 다. 감

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인 이모티

콘(emoticon)은 핸드폰 문자, 컴퓨터의 자 의 

문자나 기호, 숫자와 특수문자와 같은 것들을 

히 조합해 문자로 달할 수 없는 미세한 

감정이나, 사물묘사 등의 의미를 달하는 가상

공간의 언어이다(안성혜 윤세진, 2006). 이러한 

이모티콘은 텍스트만으로 충분히 달되지 못

했던 정서 인 측면을 보강하여 메시지 의미

달을 강화시켰다. 한, 이모티콘은 텍스트 이

모티콘 뿐만 아니라 이미지화된 이모티콘, 애니

메이션 이모티콘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그래픽 

형태인 이미지로 발 되어 여러 감정과 함축된 

의미까지 표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승연(2010)

은 이모티콘에 래시 애니메이션 기능을 첨가

한 래시콘(flashcon)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의 감정  생각, 

상황 등을 더욱 다양하고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 다. 특히, 최근

에는 스마트 폰의 일상화로 기존의 인스턴트 

메신 에 비해 훨씬 표 이 자유로워지고 구어

체 특성이 강한 언어나 기능으로 표 이 자유

로워져(안성혜 윤세진, 2006), 메시지가 더욱 

풍부하게 의미를 달하므로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는 데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시지의 간결성은 한정된 길이와 공간이라

는 형식 인 측면에서 짧고 간결한 단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결함은 그동안 정보품질에 한 

많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요한 요소로 알려

져 있다(e.g., Olson & Lucas, 1982; Delon & 

McLean, 1992; Rainer & Watson, 1995; 문병

석 이건창, 2007).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메

시지의 간결성의 향력은 여러 환경에서 검증

되었다. 이와 련하여 이 엽(2004)은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품질이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고, Jones et al.(2009)의 연

구에서는 트 터에서의 짧은 정보가 간결하여 

주의를 끌기 쉽고, 이로 인해 근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 다. 트 터의 정보와 

같은 짧은 정보는 주의를 끌기 쉽고, 근성을 

높이며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 다. 덧붙여, 

Herr et al.(1991)은 간결한 정보는 근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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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련 의사결정 로세스에 해당 정보의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MIM에서의 메시지 간결성은 의사소통

의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시지의 반응성은 동시성(simultaneity)과 

즉시성(immediacy) 개념의 모바일 미디어특성

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반응성은 동시 이며 즉

각 인 피드백을 허용하는 정도(이원 , 2005)

로, 정보에 한 가치 단에 있어 요한 지표

라고 할 수 있다(Madu & Madu, 2002). 특히, 

모바일이라는 환경은 다른 커뮤니 이션 매체

에 비해 동시성과 즉시성을 부여해 다. 이러한 

속성은 의사소통에 요한 요소로 높은 반응성

을 제공하여 상호간에 효율 인 커뮤니 이션 

도구로 MIM의 유용성을 지각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MIM에서의 메시지 생동감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MIM에서의 메시지 간결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MIM에서의 메시지 반응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사회  요인과 지각된 유용성에 한 

가설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행 는 오 라인에서 새로운 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행 보다 계 자체에 한 사

회 인 제약이나 제재를 덜 느끼기 때문에 온

라인에서는 이러한 행 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표 인 MIM서비스라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지인 기반의 커뮤니

이션 서비스로, 사회  연결구조(social network)

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계에 따라 이용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MIM사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

으로 계성과 사회  소속감을 사용하 다. 

계성은 MIM을 이용하여 친구 찾기나 친구추가 

혹은 친하고 싶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

는 교류정도에 한 지각(Roca & Gagne, 2008; 

Hsu & Chiu, 2004)으로 정의하 다. 이와 련

하여 이보경 김병수(2012)의 카카오톡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의 지속사용의도와 구 의도

에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계성 때

문에 카카오톡 사용이 빠른 성장세를 보 다고 

하 다. 한 Roca and Gagne(2008)의 이러닝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도 사용

자들에게 지각된 계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은 의식의 하부차원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으로(McMillan & Chavis, 1986), MIM에

서의 사회  소속감은 화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MIM에서 이루어지는 화방이나 그룹채 에 

참여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자신도 소속되고 

공유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일반

으로 소속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활동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

신의 사회  소속감을 만족시키고 강화시킨다

(Lee & Robbins, 1995). 따라서 MIM이 개인의 

소속감을 형성하고 강화시킨다고 지각하게 되

면 해당 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

게 된다고 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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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MIM에서의 계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MIM에서의 사회  소속감은 지각된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메시지 요인과 로우에 한 가설

로우(Flow)는 어떤 활동에 깊게 몰두할 때 

느끼는 의식 상태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

의 체험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충만’, ‘재미’, ‘몰입’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로우는 어떤 에서 보느냐에 따라 로우 

경험의 선행조건, 로우 상태와 흡사한 몰입, 

로우 경험 후의 심리  상태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로

우가 가지는 의미론  차이보다는 어느 에

서 로우를 바라보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

다(유일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로우를 

Choe(1995), 유일 등(2007)의 연구를 토 로 

사용자가 흥미나 즐거움, 시간왜곡을 느끼는 정

도로 정의하 다. MIM에서 로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시지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 으로 커뮤니 이션을 한 도구인 MIM

에서의 메시지를 보면 다른 서비스 방식에 비

해 간결하고 즉각 이고 생동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  생동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동

감 있고 풍부하게 메시지가 달되는 정도를 

말한다. Nisbett & Ross(1980)는 “감정 으로 

재미있거나”, “분명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

거나”, “감정 , 시간 , 공간 으로 친근한” 메

시지를 생동감 있는 메시지라고 보았다. 특히 

MIM은 이모티콘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첨가된 래시콘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 기존의 

텍스트만 달하던 모바일 환경에 비하여 메시

지의 의미 달이 용이해졌다(김승연, 2010). 이

러한 특성은 기억 속에 오래 장되고 메시지

를 수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강하게 소구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Herr et al., 1991). 즉, 메

시지의 생동감은 사용자로 하여  재미와 즐거

움을 주고 시간의 왜곡을 부르는 몰입을 가져

오게 한다. 

다음으로 간결성은 단문형태라는 형식 인 

측면의 특성으로, 짧고 간결한 형식의 MIM의 

메시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간결성은 요한 

정보품질 요소로, 이 엽(2004)의 연구에서는 

간결성과 같은 정보품질이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응성은 MIM를 통해 달되는 메시지의 

표 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동시성, 즉시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메시지의 달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져, 즉

각 으로 상 방의 반응에 응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신속한 반응은 상 방으로 하여  이

에 집 하게 만든다. 이러한 견해로 신소

(2010)은 일반 인 인 커뮤니 이션 상황에

서 상 방의 즉시  반응을 기 할 뿐만 아니

라 자신도 달할 메시지가 떠오르자마자 즉시 

커뮤니 이션 과정에 돌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더욱 자주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하 다. 즉, MIM

에서의 메시지 반응성이 높으면 그 자체에 깊

게 고들거나 빠져들어 최 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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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MIM에서의 메시지 생동감은 로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MIM에서의 메시지 간결성은 로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MIM에서의 메시지 반응성은 로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사회  요인과 로우에 한 가설

Deci & Ryan(2000)은 어떤 활동들이 본질

으로 재미없거나 즐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그

들과 련된 가족, 동료 혹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에게 가치가 부여되기 때

문이라고 하 다. 유일 최 라(2008)는 사회

인 계 속에서 서로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사회  향이 로우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Hsu & Chiu(2004)의 자상거래 서비스 수용

의도 연구에서는 지각된 계성이 지각된 로

우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MIM은 타인과의 의사

소통을 한 사회  커뮤니 이션 도구로 사회

 계성이 더욱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소속감은 속해 있다는 느

낌으로 태도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련하여 Kang et al.(2009)

은 온라인 게임에 한 연구에서 소속감이 몰

입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 으며, Sanders(1975)

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커뮤니티의 가치와 규

범  목표를 공유하면서 일체감이 생겨나 

로우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 다. MIM 환경

에서도 사용자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공유하

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용자는 이를 통해 로

우를 느끼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9. MIM에서의 계성은 로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MIM에서의 사회  소속감은 로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의존도에 한 가설

시스템 의존은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

어 정보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여 목 을 달

성하는 경향으로(Seddon, 1997), 단순히 이용

여부나 사용량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Kim et al., 

2007). Rai et al.(2002)은 정보시스템의 ‘사용’

을 ‘의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 고, 지각된 

유용성이 시스템 사용에 한 정 인 효과를 

유발시켜 사용자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한 이병 옥석재(2004)는 모바

일 오피스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해 유

용성을 높게 지각하면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에 

한 의존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하 다. 동기

이론에 따르면 유용성과 같은 외재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하

나라고 하 다(Davis et al., 1992). 

한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즐거

움이나 만족감, 몰입과 같은 내재  동기요인 

역시 태도  행동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로우는 MIM을 통해 

흥미, 즐거움, 시간 왜곡을 느끼는 정도로 지속

이고 집 인 행동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련하여 Igbaria et al.(199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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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75 47.4%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사용횟수

 1-3회 가량 17 4.6%
여성 194 52.6% 4-10회 미만 36 9.8%
계 369 100.0% 10-20회 미만 53 14.4%

연령

10 1 0.3% 20-30회 미만 53 14.4%
20 366 99.2% 30회 이상 210 56.9%

계 369 100.0%30 2 0.5%
40  이상 -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화상

 3명 이내 32 8.7
계 369 100.0% 4-10명 미만 214 58.0

선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카카오톡 362 98.1% 10-15명 미만 70 19.0
네이트온UC - - 15-20명 미만 20 5.4
마이피 3 0.8% 20명 이상 33 9.0

라인 4 1.1% 계 369 100.0%
계 369 100.0%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이용형태

단문 메시지 19 5.1%
1일 평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이용시간

1시간 미만 70 19.0% 1:1 채 226 61.2%
1-3시간 미만 166 45.0% 그룹채 123 33.3%
3-5시간 미만 57 15.4% 일(사진, 

동 상 등) 송 1 0.3%
5시간 이상 76 20.6%

계 369 100.0% 기타 - -
계 369 100.0%

<표 1> 응답자의 특성

에서는 지각된 재미가 시스템 사용 행동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 고, 종석

김동욱(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

는 과정에서 로우를 경험하는 수 이 높아질

수록 인터넷 의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

증하 다. Hsu and Chiu(2004)는 로우와 같

은 내재  동기요인은 사용행동을 설명해주는 

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

를 통해 MIM에 한 유용성과 로우 지각은 

의사소통을 해 MIM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

시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지각된 유용성은 MIM 의존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로우는 MIM 의존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4.1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IM의 의존에 미치는 향

요인을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변수를 구성하 다. 그리고 도출된 가

설을 검정하기 해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남․ 주 소재 

학생  MIM사용자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배부된 450부의 설문지  380부를 회수하 으

며, 이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응답자나 분석

에 부 당하다고 단되는 11부를 제외한 총 

369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모든 설문항목은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으며, 분석을 해 SPSS 20과 LISREL 8.54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일

반 인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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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연구

메시지

생동감

내용면에서 의미 달에 

한 것으로, MIM에서 

달되는 메시지가 

구체 으로 생생하고 

사실감 있게 달된다고 

지각하는 정도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 지각 김승연, 2010.
coyle & Thorson, 
2001. 
이희정, 2013.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 내용의 생생함 지각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 내용의 사실성 지각 

메시지

간결성

형식면에서 단문형태에 

한 것으로, 짧고 간결한 

형식으로 요약 인 내용이 

달된다고 지각하는 정도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의 간결한 정도

Lowe & Laffey, 
2011.
Jones et. al., 2009.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 형식의 간결함 지각

MIM을 통해 달되는 메시지 형식의 단순함 지각 

MIM을 통해 달되는 한정 인 메시지의 양

메시지

반응성

모바일 미디어의 

동시성·즉시성의 특성으로, 
MIM을 통한 메시지 달이 

신속하고 하게 

이루어진다고 지각하는 

정도 

MIM에서의 의사소통의 즉각  피드백 지각

Parasuraman et al., 
1985. 
이원 , 2005.

MIM을 통한 의사소통의 동시성 지각 

MIM을 통한 의사소통의 성 지각

MIM을 통한 의사결정의 즉시성 지각 

계성
MIM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교류정도

MIM을 통해 친구 찾기가 쉬운 정도
Roca & Gagne, 
2008.
Hsu & Chiu, 2004.

MIM을 통해 친구 추가가 쉬운 정도

MIM을 통해 친하고 싶은 사람들과 쉽게 친구할 수 있는 

정도

사회

소속감

체 화방 이용자에 한 

소속감

화상 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정도

Lee & Robbins, 
1995.
Sanders, 1975.

화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고 느끼는 정도

화상 나 화그룹에 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화그룹에 참여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지각된

유용성

MIM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 정도

MIM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정도

Davis et al., 1989.
MIM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정도

반 으로 MIM 이용이 유용한 정도

MIM 사용이 도움이 되는 정도

로우
MIM을 통해 흥미, 즐거움, 
시간 왜곡을 느끼는 정도

MIM을 통해 흥미를 느끼는 정도
유일 등, 2007.
Choe, 1995.MIM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

MIM을 통해 시간이 가는  모르는 정도

의존도

커뮤니 이션을 해 

MIM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

의사소통을 해 MIM을 요하게 여기는 정도 Ball-Rokeach, 
1985.
Shu et al., 2011.
McCune, 1999.
Seddon, 1996.

MIM 사용이 안 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

MIM 서비스를 무의식 으로 사용하는 정도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

내는 신뢰성 계수(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에서 Cronbach's α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Nunnally, 1978), 본 

연구의 분석결과 총 3개의 측정항목을 제거하

고 모두 0.7이상을 넘어 측정도구로서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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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연구변수

타당성 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계수

(Cronbach's α)최 항목 수 최종항목 수 비고

외생요인

메시지 생동감 3 3 0.771

메시지 간결성 4 3 번 제거 0.792

메시지 반응성 4 3 번 제거 0.825

계성 3 3 0.762

사회  소속감 4 4 0.904

내생요인
지각된 유용성 4 3 번 제거 0.788

로우 3 3 0.853

결과요인 의존도 3 3 0.782

<표 3> 연구변수들에 한 신뢰성 분석결과

이론
변수

측정
변수

비표 화
추정치

표 화
추정치

t-값 SMC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값

메시지 
생동감

LIVE1
LIVE2
LIVE3

1.25
1.20
1.00

0.79
0.78
0.62

10.66**
10.65**

-

0.63
0.61
0.39

0.778 0.541

메시지 
간결성

CON2
CON3
CON4

1.00
0.99
0.82

0.82
0.77
0.67

-
13.13**
11.90**

0.67
0.59
0.45

0.798 0.571

메시지 
반응성

RESP1
RESP2
RESP4

1.00
0.84
0.85

0.86
0.78
0.72

-
15.55**
14.36**

0.75
0.61
0.52

0.833 0.625

계성
LINK1
LINK2
LINK3

1.04
0.97
1.00

0.73
0.74
0.69

10.38**
10.42**

-

0.53
0.55
0.47

0.763 0.518

사회  
소속감

BELO1
BELO2
BELO3
BELO4

1.00
0.92
1.07
1.08

0.80
0.79
0.86
0.90

-
16.79**
18.57**
19.65**

0.64
0.63
0.73
0.81

0.904 0.627

유용성
USE2
USE3
USE4

0.69
1.11
1.00

0.59
0.84
0.85

11.11**
15.38**

-

0.34
0.71
0.71

0.806 0.587

로우
FLOW1
FLOW2
FLOW3

0.92
1.00
0.87

0.89
0.94
0.67

23.38**
-

15.10**

0.79
0.88
0.45

0.877 0.707

의존도
DEPE1
DEPE2
DEPT3

1.00
0.82
0.60

0.86
0.80
0.58

-
13.74**
10.62**

0.74
0.64
0.34

0.797 0.573

<표 4>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타당성을 통계 으로 검정하기 

하여 LISREL 8.54를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측

정모형의 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667.15(자

유도= 247), χ2 / df = 2.70으로서 기 치인 3.0

이하이며, RMSR = 0.068로 기 치인 0.08이하

이고, GFI = 0.87, AGFI = 0.83, NFI = 0.93, 

NNFI = 0.95, CFI=0.96으로 GFI지수가 평가 기

치에 약간 미달하나 재의 수 에서 분석에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내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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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A) 메시지생동감 0.736

(B) 메시지간결성 .255** 0.755 　 　 　 　 　 　

(C) 메시지반응성 .375** .456** 0.791 　 　 　 　 　

(D) 계성 .192** .195** .292** 0.720 　 　 　 　

(E) 사회  소속감 .321** .314** .343** .165** 0.792 　 　 　

(F) 지각된 유용성 .345** .410** .470** .201** .341** 0.766 　 　

(G) 로우 .299** .311** .421** .259** .343** .434** 0.841 　

(H) 의존도 .278** .203** .294** .170** .321** .296** .472** 0.756 

주) 각선: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 p<0.05, **: p<0.01

<표 5> 구성개념간 상 계와 별타당성 분석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도출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도 수용기 인 각각 0.7, 0.5이상으로 나타나 

반 으로 구성개념들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구성개념 간 별타당성을 평가하

기 해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구성개념들 

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 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개념간의 상 계를 보여주는 φ계수의 95% 

신뢰구간(즉, φ±2×표 오차)에 1.0이 포함되지 

않았고, 보다 엄격하게는 평균분산추출값의 제

곱근( )이 상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구성개념들 간의 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Fornell & Larcker, 1981). <표 5>에 제시된 것

과 같이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모두 0.7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값이 다른 구성개념

의 상 계 값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구성 개념 간에는 별타당

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검증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해 LISREL 

8.54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 다. 모수추

정법은 추정 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

용하 다.

먼  체 구조모형을 검정하기 해 

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 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간명 합지수

(parsimonious fit index)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합지수를 고려하 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부합도는 χ2= 711.03(자유도 = 253), χ2 / df =

2.81 , RMSEA = 0.07, GFI = 0.87, AGFI =

0.83, NFI = 0.93, NNFI = 0.94, CFI=0.95으로 

나타나 모든 지수가 보편 으로 권장되는 수용

수 (배병렬, 2006)을 만족하고 있으며, 제안된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된다.

한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

에 한 다 상 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은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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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동감, 메시지 간결성, 메시지 반응성, 계

성, 사회  소속감에 의해 33%가 설명되고 있

다. 로우는 메시지 생동감, 메시지 간결성, 메

시지 반응성, 계성, 사회  소속감에 의해 

31%가 설명되고 있고, 의존도는 지각된 유용성

과 로우에 의해 25%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도해

가설 구성개념간 계
가설
방향

경로계수
결 과

표 화 비표 화

H1 메시지 생동감 → 지각된 유용성 + 0.15* 0.17* 채 택

H2 메시지 간결성 → 지각된 유용성 + 0.21** 0.20** 채 택

H3 메시지 반응성→ 지각된 유용성 + 0.25** 0.21** 채 택

H4 계성→ 지각된 유용성 + 0.06 0.06 기 각

H5 사회 소속감 → 지각된 유용성 + 0.12* 0.10* 채 택

H6 메시지 생동감 → 로우 + 0.09 0.13 기 각

H7 메시지 간결성 → 로우 + 0.12 0.16 기 각

H8 메시지 반응성→ 로우 + 0.25** 0.29** 채 택

H9 계성 → 로우 + 0.14* 0.18* 채 택

H10 사회 소속감 → 로우 + 0.19** 0.22** 채 택

H11 지각된 유용성 → 의존도 + 0.07 0.11 기 각

H12 로우→ 의존도 + 0.48** 0.58** 채 택

<표 6>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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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5.1 주요결과 및 논의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 라인, 다음의 

마이피 , 네이트온 UC 등 포털과 이동통신사

까지 MIM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하는 이유

는 MIM이 이용자 확보를 한 유용한 수단이

라고 인식하고, 모바일 시  포털을 체할 핵

심 랫폼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MIM 

시장은 환 장벽이 낮아 기존 사용자의 리 

 유지가 요하지만 국내의 련연구는 부족

한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

들이 MIM의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실증분석을 진행하 으며 연구결과에 

한 주요 논의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내용면에서 의미 달에 한 메시지의 

생동감, 형식면에서 단문형태에 한 메시지의 

간결성, 모바일 미디어의 동시성·즉시성에 한 

메시지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MIM에 한 유용

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  요인  계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  소속감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계를 강화시키고 계성이 요시 되

는 블로그나 SNS와 같은 서비스에 비해 MIM

에서의 계성이 상 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SNS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한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것(박경자 등, 

2013)과는 달리, MIM의 커뮤니 이션 환경이 

폐쇄 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국내의 블로그 서비스나 SNS 서비스의 경우에

는 자신의 심사를 이나 동 상을 통해 등

록하면 이를 보는 군가가 댓 을 남기거나 

쪽지를 보내 인맥을 구축하며, 같은 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 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성이 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있다. 반면 

MIM의 경우에는 자신의 화번호에 있는 사람

들과 친구 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과 같이 

이미 형성된 계에서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사회  소속감의 경우, 이미 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1:1 화방 는 다

자간 화방을 개설하여 화를 하고 싶을 때

마다 지속 으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참여

와 공유를 통해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요

컨 , MIM의 경우 새로운 계를 맺는데 유용

한 도구이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된 계의 강화

를 돕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메시지 요인인 생동감과 간결성은 

MIM의 로우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반

응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IM의 생동감과 간결성과 같은 기능을 제

공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나 스마트 폰

의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어 리 이션이 제공

되고 있어 크게 재미와 주의를 강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즉각 으로 응 하고 실

시간 반응이 가능한 메시지의 반응성은 MIM의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MIM의 계성, 사회  소속감이 로

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존 커뮤니티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커뮤니티의 가치와 규범  목표를 

공유하면서 일체감이 생겨나 로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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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MIM의존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된 정보통신환경에서 MIM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채 과 모바일 채 이 존재함으

로, 의사소통을 해 MIM이의 실질 인 가치

를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 들이 다양하

게 존재함으로 사용자는 MIM의 유용성에 의한 

의존도를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이론 ․실무  시사 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까지 부분의 정보시스템연구 분

야에서는 사용의도나 지속사용을 요한 결과

변수로 보고 이러한 결과를 이끄는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을 맞춰왔다. 하지만 MIM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은 경쟁 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더 나은 안으로 사용자들이 

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행동을 측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과는 차별 으로, 

특정 시스템을 실질 으로나 감정 으로 의지

하는 ‘MIM의존도’ 개념을 심으로 논의를 시

도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의존도는 단순한 

반복  사용을 넘어서 특정 시스템을 실질 으

로나 감정 으로 의지하는 단계의 성과로써, 정

보시스템의 성공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변인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정보품질이나 시스템 

품질을 심으로 모바일 서비스나 어 리 이

션을 이해하고자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MIM의 

커뮤니 이션 환경을 심으로 근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함의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근본 이고 요

한 메시지의 특성을 MIM에 맞춰, 생동감과 간

결성, 반응성으로 구성하여 이를 실증했다는 

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특성인 계성과 소속감을 통

해 MIM이 사회  소통을 한 커뮤니 이션 

도구임을 실증했다는 이다. 이는 그동안 온라

인 커뮤니티나 SNS등에서 사회  특성이 강조

되고 검증된 것에 비해 상 으로 미흡하게 

개되었던 논의로, MIM에서의 사회  측면이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MIM 시장은 더욱 확 되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어 실무 인 면에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MIM 사업은 하나의 어 리 이션이나 서비스

이기 보다는 사용이 고착화될 경우 비즈니스 

로세스를 한 랫폼이 될 수 있다는 에

서 요한 역할을 한다. 모바일 시장의 밝은 

망에 메신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고, 결과 으

로 사용자의 실질 인 사용과 감정 인 의존이 

매우 요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메신 에 한 의

존도를 높이기 한 략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

는 사용자의 선호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IM의 경우 사용자들은 짧은 거리감, 짧은 시

간차와 같은 ‘즉각 인 반응’을 선호한다는 것

이다. 더불어 의사소통을 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더욱 생동감을 제공하면서도 간결함을 갖

출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인 특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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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수 있는 아이템 개발과 사람과의 계 측

면에서 한 개방성과 한 폐쇄성을 용

한 추천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사용자들은 MIM

에 더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첫째, MIM의 주된 이용자인 20 를 상으

로 설계하 지만 조사지역이 주․ 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 확 와 함께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설계로 연

구의 일반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향 계를 살피지 못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의존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

인 측면에서 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 연구는 의존도에 한 새로운 근으로 

탐색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용’, ‘ 독’과의 차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보다 정

교한 설계와 측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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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pendence of Mobile Instant Messenger

Kim, Jae-jon․Lee, Yunhee․Nho, Hee-Ock․Park, Kyung-ja

With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 ubiquitous environment and the paradigm shift to a smart 
society, the use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has become widespread. 
Thus, the trend is gradually shifting from using Web-based Instant Messenger to using Mobile-based 
Instant Messenger. Mobile Instant Messenger refers to a service that allows instant messaging as 
well as data sending and receiving between individuals with exclusive application programs(mobile 
Apps), which can be used in portable devices-such as smart phones-with wireless Internet access. 
Korea’s portal site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even big companies have all rushed into 
the MIM market to join the competition. The reason so many companies are showing interest in 
the MIM business is because it is rising as a core platform to substitute portal sites in the mobile 
society, and MIM is perceived as the best means to attract and secure users. The intention to reuse 
or use continually wa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a dominant position amidst 
such fierce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most research thus far has reflected such thought. 
However, the frequent or long-term use of a system alone cannot indicate the definite success of 
the system, nor guarantee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On the contrary, MIM dependence, 
which goes beyond simple repetitive use and indicates a state where users actually or emotionally 
depend on a specific system, can better explain the user action. However,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dependenc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lively message, concise message, message responsiveness, and 
social belonging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Message responsiveness, Link, and 
social belonging significantly affected flow. Flow significantly affected MIM dependence, and 
perceived usefulness did not affect MIM dependence.

This study has proven that lively message, concise message, message responsiveness, Link, social 
belonging and perceived usefulness are important antecedents and mediating factors of MIM dependence. 
Moreo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ains the overall process of MIM dependence, and 
expands on the variety and scope of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MIM-related studies.

Keywords: Mobile Instant Messenger(MIM), Dependence, Perceived usefuln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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