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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메신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
를 누리고 있다. 카카오톡, 위톡, 라인, 왓츠앱 등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들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용자 충성도 향상을 통해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공 업체들과 장기적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자 충성도의 주요 요인으로 관계적 몰입과 사용자 만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 기업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카카오톡 사용 경험이 있는 22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연구 모형을 PLS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관계적 몰입과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
한, 기업 이미지도 사용자 만족을 통해 관계적 몰입과 사용자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모바일 메신저, 관계적 몰입, 기업 이미지, 사용자 충성도

Abstract  Mobile messenger services (MMSs), such as Kakaotalk, Wetalk, Line, and Whatsapp, are gaining 
popularity worldwide because of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without any cost. We examined key 
antecedents of user loyalty to understand user’s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MMS environment. To capture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service providers, we posit relational commitment and user satisfaction as key 
predictors of user loyalty. Moreover, the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and corporate 
image on user’s decision-making processes were examined.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by applying partial 
least squares to data from 220 experienced Kakaotalk us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ound that both 
relational commitment and user satisfac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user loyalty in the MMS 
contex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orporate image influences relational commitment and user loyalty 
through user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s help MMS providers establish management or marketing strategies 
to effectively improve user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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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메신  서비스는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 모

바일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 이션할 수 있

는 서비스를 뜻한다. 모바일 메신  서비스는 온라인 기

반 커뮤니 이션 서비스들에 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동 상을  수 있다는 장  때

문에,  세계 으로 련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랭키닷컴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

마트폰 고객이 가장 많이 설치한 어 리 이션으로 카카

오톡, 라인, 톡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신  서비스라고 밝

히고 있다.1)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자랑하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는 2010년 3월 출시된 카카오톡이

다. 카카오톡은 기존 SMS 서비스를 체할 수 있는 채

형 소통 방식, 간소한 가입 차, 렴한 통신 비용으로 

출시 2년 만에 4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 다. 2013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

소년들 가운데 50% 이상이 하루 평균 카카오톡을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주요 사용 목 으로

는 친구  지인들과 소통을 꼽았다. 네이버 라인의 경우 

해외 모바일 메신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

으며, 2013년 말 정도 3억 명을 달성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3) 해외에서는 스냅챗이라는 사진이나 문자를 송

하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으며, 수신자

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10  내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10 들 사이에서 ‘유령 메신 ’로 폭발 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3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자 하

다.4) 모바일 메신  서비스는  세계 으로 폭발 으

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쟁 한 심해지고 있다. 이 게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각 모바일 메신  제공 기업들은 

서비스에 한 사용자 충성도를 향상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21, 2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사용

자들의 충성도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부분 경  정보 연구들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1) 조선비즈, 모바일앱, 카카오톡ㆍ페이스북 등 SNS 가장 많이 
사용해, 2012.05.17.

2) 연합뉴스, 청소년 57%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카카오톡'한
다", 2013.07.30.

3) 뉴스1, 네이버 '라인' 글로벌 가입자 3억명 돌파 초읽기, 
2013.11.23.

4) 국민일보, 동영상·메모 확인하면 10초 후 자동삭제… 美 ‘스
냅챗’ 돌풍, 2013.11.24.

지속 사용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2, 13]. 이

는 정보 시스템이 성공 으로 사용자들에게 정착되기 

해서는 최  수용보다는 지속 사용에 향을 받기 때문

이다. 사용자들이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몇 번 사용하다

가 다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과 유지 비용이 계속 낭비될 뿐 수익이 창출되기 힘들다. 

그래서, 지속 사용을 다룬 연구들에서 특정 서비스에 

한 몰입과 호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용자 충성도

에 주목하고 있다[12, 14, 17, 29]. 특정 서비스에 해 사

용자 충성도가 향상되었을 때, 고객 유지율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 인 계도 형성될 수 있다. 

한, 다른 기업의 유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가격 리

미엄을 획득할 수 있고, 추천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유입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  비용도 감할 수도 있

다[6, 24, 25].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환경에서 사용자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고자 하 다. Oliver[23]이 제안한 모형기반의 기  

일치 모형[2]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용자 만족과 인지된 성과

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만족은 사용  기 와 

실제 성과와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게 된다[2]. 하지만, 사

용자 만족은 서비스의 단기  상황 변화에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기 으로 형성된 심리  애착 상태를 반

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장기  에서 서비스 

업체 기업과의 애착 계를 평가할 수 있는 계  몰입

을 모형에 포함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충

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사용자 만족과 

계  몰입을 고려하 다.

Bhattacherjee[2]가 제안한 기  일치 모형에서 인지

된 성과는 일의 효율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된 유용성만 

주목하 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등 여러 정보 서비스들이 유희 인

(hedonic)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용 후 행

동에서 인지된 즐거움의 역할이 증 되고 있다[13]. 특히, 

인지된 즐거움은 서비스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용자들의 

평가에 핵심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모바일 메신  환

경에서도 사용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할

지 의사 결정할 때, 서비스 사용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

한 측면과 이모티콘 사용 등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는 즐

거운 경험이 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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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계  몰입과 사용자 만족의 선행 요인으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즐거움을 고려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해당 기업에 해 인지하는 반 인 이미지

도 함께 고려하 다. 기업 이미지는 고객들이 기업의 

반 인 경  활동에 해 각인한 인상으로,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한 평가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26, 

28]. 특히, 경  정보 환경에서는 기업이 신 인 서비스

를 많이 출시하는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등에 해 윤

리 으로 사용하는지에 한 반 인 기업에 한 인상

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업체에 

해 신 이고 사용자들에게 오 되었다고 느낄 때, 해

당 서비스에 해 정 으로 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계  몰입

과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기업과 사용자간 장기  계 강화를 해, 계  몰입

과 사용자 만족을 사용자 충성도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 다. 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 기업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  사용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제안한 연구 모형을 통

해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충성도 형성 매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카카오톡 사용 경

험이 있는 220명의 사용자를 상으로 검증하 고, 데이

터 분석에는 PLS(partial least squares)을 사용하 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메신  제공 업체

들은 사용자들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향

을 이해하고, 충성도 향상을 한 마   경  정보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계  몰입에 한 이론  배경과 제안한 연구 모형과 

가설들을 제시하다. 제 3장에서는 설문지 항목과 데이터 

수집 방법 등 연구 방법을 기술하 다. 제 4장에서는 측

정 모형과 구조 모형의 PLS 분석 결과를 제시하 고, 연

구 결과를 요약하 다. 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

계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 본 뒤 이론과 실무  

에서의 시사 을 제시하 다. 

2. 연구 배경과 연구 가설 

2.1 관계 몰입

몰입은 개인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끔 이끄는 심리

인 상태를 의미한다[22]. 특히, 계  몰입은 단기  상

황 변화나 만족에 향을 받기보다는 장기 인 에서 

형성되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계

 몰입은 사용자 만족의 결과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

이 있으며, 자주 사용자 만족과 행동 의지 사이를 매개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계  몰입은 특정 서비스 업체와

의 결속력을 높이고, 고객 충성도와 같은 성과를 제고하

는데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9, 16, 27]. 계  몰입

은 한 서비스 업체와의 계 지속을 한 묵시 이고 

명시 인 약속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다[7]. Dwyer et 

al.[7] 연구에서는 B2B 상황에서 구매업체와 공 업체가 

장기  계를 유지하고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단기

 희생을 감수 의지가 있는지로 평가하 다. 여러 서비

스 환경에서 몰입은 재구매와 입소문 등의 고객 충성도

를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 다. 

Aurier and N’Goala[1] 연구에서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

하는 소비자들이 형성하는 계  몰입이 은행과 계를 

형성하고 계를 강화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종단  연구 방법을 통해 증명하 다. 모바일 메신  

환경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심리  애착을 느끼게 

되면 특정 기능에 해 불만족하다고 느껴져도 지속 으

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계  몰입의 역할을 살펴보고, 

계  몰입의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연구 가설

2.2.1 관계적 몰입의 역할

계  몰입은 심리 인 애착과 계가 있으며,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지속  계 유지에 핵심 인 요

인으로 작용한다[9, 27]. 소비자들이 계를 유지할 가치

가 있는지 고려할 때,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서비스

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등의 동

일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래서 계

 몰입은 개념 으로 사용자 만족과 구별되며, 사용자 

만족보다 행동 의지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27]. 이는 계  몰입이 특정 서비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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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착도(stickiness) 

형성과 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서비스에 해 만

족 수 이 낮았을 때에도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 거나 

감정  애착을 느 다면 고객들은 서비스를 떠나지 않고 

지속 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다[30]. 그래서 계  

몰입은 서비스의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서도 

사용자들이 특정 메신 에 해 감정 으로 애착을 느끼

고 있을 때, 다른 메신 로의 변경을 거부하고 특정 메신

 서비스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한 사용자들의 계  몰입은 

사용자 충성도 형성에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H1: 계  몰입은 사용자 충성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2.2.2 사용자 만족의 역할

사용자 만족은 특정 서비스를 직  사용해본 뒤 느끼

게 되는 반 인 감정 인 평가로 정의된다[2, 23]. 기  

일치 모형에 따르면,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들의 사용 후 

행동을 형성하는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13, 14]. 

한, 헌신과 제약 기반 이론에서도 사용자 만족은 헌신 메

커니즘을 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

용자 만족이 사용자 충성도를 향상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4].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경 정보 환경에서 사용

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 입소문, 지속 사용 등의 사용 

후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보 다[2, 13, 14]. 사용

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게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블로그 등에 호의 인 

을 게시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메신  서

비스에서도 사용자들이 재 사용하는 서비스에 해 높

은 만족도를 보일수록,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거나 지인

들에게 정  입소문을 퍼뜨릴 여지가 높다. 즉, 사용자

들이 특정 서비스에 해 만족할수록, 서비스에 몰입하

고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카카오

톡은 톡, 네이버 라인 등의 다른 모바일 애 리 이션

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5)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 만족이 계  몰입과 사용자 충성도 형성

5) 서울경제, 카카오톡, 모바일 앱 만족도 이용율 최고, 2012. 
06.19.

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상하 다. 

H2a: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H2b: 사용자 만족은 계  몰입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2.2.3 인지된 유용성의 역할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보 시스

템이나 서비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의 정도로 

정의된다[4]. 기술 수용 모형과 기  일치 이론에 따르면, 

정보 기술 환경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의 사용 

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한 유용하다고 인지했을 때, 

반 으로 호의 인 평가를 하게 되고 지속 사용 의지도 

향상된다.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손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커뮤니 이션 할 수 있

기 때문에, 높은 수 의 인지된 유용성을 느끼게 된다[19, 

20, 21]. 더욱이 비용 지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에서 사용자들은 높은 가치를 느끼게 된다. 카카오

톡의 경우 2013년 10월 기   가입자가 총 1억1500만 

명을 기록하 으며, 국내 가입자도 3,500만 명으로 악

되고 있다. 특히, 하루에 교류되는 메시지의 수가 10억 건

을 넘을 정도로 카카오톡은 친구  지인들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데 효과 인 채 로 자리잡고 있다. 한, 보

이스톡과 같은 무료 VoIP 서비스, 그룹 채  등의 서비스

와 결합하여 사용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통해 상 방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20]. 그래서 사용자들이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해 유용하다고 인지할수록 높

은 수 의 계  몰입과 서비스 만족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3a: 인지된 유용성은 계  몰입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H3b: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2.2.4 인지된 즐거움의 역할

인지된 즐거움은 정보시스템의 성과 인 결과가 아닌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의 정도로 정의된다[5]. 

IT 동기 이론에 따르면, 인지된 유용성은 외 인 동기를 

측정할 수 있고, 인지된 즐거움은 내 인 즐거움을 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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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밝히고 있다[5]. 특히, 정보시스템의 사용 후 행동

에서는 인지된 즐거움이 인지된 유용성보다 사용자들의 

행동을 더 많이 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13, 21, 

29]. 그래서 유희 인 정보 시스템들에서 인지된 즐거움

은 사용자 만족과 사용 후 행동을 형성하는데 핵심 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1, 14, 20]. 모바일 메신  사용

자들도 메신 를 통해 친구들과 사진, 동 상 등의 정보

를 공유할 수 있고,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 

한 표 할 수 있다는 에서 모바일 메신 에서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과 고객 충성도 형성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다운

로드가 1억 건을 넘어설 정도로 커뮤니 이션과정에서 

감정 달과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하 다.6) 그래

서 사용자들이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해 즐거움을 

많이 느낄수록, 사용자 만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서

비스 업체와의 계  몰입도 증가할 것이다. 

H4a: 인지된 즐거움은 계  몰입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H4b: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2.2.5 기업 이미지의 역할

기업 이미지는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한 인상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의 기업  서비스에 한 호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Kotler[15]는 기

업  랜드에 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신념들의 집

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품질, 신 활동, 사회 공헌 활

동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다. 사용자들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해 호의 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련 기업의 서비스에 한 

심이 증가하고 가격 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다[28]. 

경쟁이 치열한 IT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  품질의 

우 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호의 인 기업 이미지 구

출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마  련 연구들에서 기업  

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16, 18, 28]. 하지만, 모바일 메신  환경에서 

각 메신   메신  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6) 전자신문, 카카오톡 이모티콘 다운로드 1억3000만건 돌파, 
2012.07.03.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

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를 들어, 특정 모바일 메신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신 이고 윤리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지했을 때, 그 서비스에 한 

만족도와 몰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미지가 

사용자 만족과 계  몰입을 형성하는데 핵심 인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상하 다. 

H5a: 기업 이미지는 계  몰입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H5b: 기업 이미지는 사용자 만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제안한 연구 모형은 카카오톡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

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되었다. 

3.1 척도 개발

본 연구의 설문 조사 항목은 내용 타당성을 얻고자 경

정보, 소비자 행동  마  분야의 기존 연구들에서 

선별하 다. 설문 문항들은 카카오톡에 맞게 수정되었다. 

경  정보 련 연구자들이 개발된 척도를 감수하 고, 

피드백을 반 하여, 척도의 형식, 표 , 내용 등을 소폭 

수정하 다. 설문 문항은 7  리커드 척도(Like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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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로 재었으며, 설문 항목의 신뢰성을 해서 20명의 

학생을 상으로 사  설문을 진행하 다. 본 연구 모

형에서 고려된 각 요인들의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 값은 만족스러웠다.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설

문 조사 항목과 련 문헌을 <부록>에 정리하 다.

3.2 설문 조사 수행 및 표본

카카오톡은 폭넓은 연령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20 의 

샘 을 추출하는 것보다 넓은 층의 샘 을 추출하는 것

이 올바를 것으로 단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층의 패 을 가지고 있는 설문 조사 업체에 의

뢰하 다. 설문조사업체에 카카오톡을 3개월 이상 사용

한 사용자에 한해서 설문을 진행하 으며, 2013년 11월 

둘째 주에 실행되었다. 3개월 미만 사용자, 부성실한 응

답 등을 필터를 통해 걸러낸 다음, 총 220개의 설문을 분

석에 이용하 다. 최종 표본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data for respondents

Demographics Item Frequency
Percent

age

Gender
Male 124 56.4

Female 96 43.6

Age

Less than 29 59 26.8

30～39 88 40.0

40～49 56 25.5

More than 50 17 7.7

Average

Usage

Period 

per Week

Less than 10mins 25 11.4

10 mins～30 mins 32 14.5

30 mins～1 hour 49 22.3

1 hour～3 hours 55 25.0

3 hours～5 hours 33 15.0

More than 5 hours 26 11.8

4. 연구 결과

연구 모형과 가설 검증을 해, PLS를 사용하 다. 

PLS는 최  우도법을 사용하는 LISREL이나 AMOS에 

비해 표본 분포와 잔차 분포에 한 요구 사항이 다는 

에서 경  정보  마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

다[3]. 

4.1 측정 모형

측정 모형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고려된 요인들의 신

뢰성, 집  타당성, 별 타당성, 동일 방법 편의를 검증

하 다. 첫째, 신뢰성 검증을 해, 합성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하 다. Fornell and 

Larcker[8] 연구에서 제안한 합성 신뢰성은 0.70 이상, 평

균 분산 추출은 0.50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측정된 요인들

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Table 2> Scale reliabilities

Construct Item Mean
St. 

Dev.

Load

ing
CR AVE

User

Loyalty

ULY1 4.87 1.222 0.852 

0.940 0.758

ULY2 5.14 1.224 0.893 

ULY3 5.26 1.355 0.842 

ULY4 4.96 1.216 0.871 

ULY5 4.85 1.205 0.893 

Relational 

Commitmen

t

RCO1 4.70 1.186 0.854 

0.921 0.743
RCO2 4.43 1.231 0.864 

RCO3 4.70 1.269 0.858 

RCO4 4.47 1.269 0.873 

User

Satisfaction

USA1 5.10 1.065 0.849 

0.923 0.750
USA2 4.97 1.085 0.862 

USA3 4.98 1.094 0.889 

USA4 4.95 1.157 0.864 

Perceived 

Usefulness

PUS1 4.66 1.270 0.836 

0.900 0.751PUS2 5.05 1.169 0.894 

PUS3 5.14 1.191 0.869 

Perceived 

Enjoyment

PEN1 5.00 1.176 0.925 

0.946 0.853PEN2 4.88 1.227 0.935 

PEN3 4.82 1.160 0.911 

Corporate 

Image

CIM1 5.05 1.208 0.876 

0.941 0.763

CIM2 5.19 1.169 0.914 

CIM3 4.99 1.153 0.869 

CIM4 4.80 1.121 0.821 

CIM5 4.95 1.152 0.885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의 합성 신뢰성 검사를 한 두 조건이 모두 만족

되었다. 둘째, 집  타당성은 설문 항목들의 요인 재량

이 0.60 이상일 때 성립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 측정

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낮은 요인 재량 값은 0.821로, 

집  타당성 역시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별 타당성은 

각 요인들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과 다른 요인들과

의 상  계를 비교하여, 큰 값을 가지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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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matrix

 1 2 3 4 5 6

1.User 

Loyalty
0.871

**
      

2. Relational 

Commitment
0.651

**
0.862

**
     

3. User 

Satisfaction
0.780** 0.689** 0.866**    

4. Perceived 

Usefulness
0.747

**
0.605

**
0.690

**
0.867

**
   

5. Perceived 

Enjoyment
0.751

**
0.781

**
0.731

**
0.736

**
0.924

**
  

6. Corporate 

Image
0.854** 0.633** 0.757** 0.730** 0.754** 0.873** 

( 각행렬은 AVE의 제곱근 값임; **: p<0.01)

<Table 4> Common method bias analysis

Construct Item

Substantive

Factor 

Loading

(R1)

R1
2

Method

Factor 

Loading 

(R2)

R2
2

User

Loyalty

ULY1 0.719 0.517 0.147 0.022 

ULY2 0.960 0.922 -0.084 0.007 

ULY3 0.833 0.694 0.008 0.000 

ULY4 0.863 0.745 -0.007 0.000 

ULY5 0.931 0.867 -0.061 0.004 

Relational 

Commitment

RCO1 0.826 0.682 0.051 0.003 

RCO2 1.129 1.275 -0.321 0.103 

RCO3 0.742 0.551 0.131 0.017 

RCO4 0.770 0.593 0.124 0.015 

User

Satisfaction

USA1 1.051 1.105 -0.229 0.052 

USA2 1.009 1.018 -0.168 0.028 

USA3 0.761 0.579 0.146 0.021 

USA4 0.675 0.456 0.223 0.050 

Perceived 

Usefulness

PUS1 0.722 0.521 0.090 0.008 

PUS2 0.932 0.869 -0.054 0.003 

PUS3 0.897 0.805 -0.029 0.001 

Perceived 

Enjoyment

PEN1 0.907 0.823 0.015 0.000 

PEN2 0.960 0.922 -0.022 0.000 

PEN3 0.902 0.814 0.008 0.000 

Corporate 

Image

CIM1 0.851 0.724 0.019 0.000 

CIM2 0.941 0.885 -0.037 0.001 

CIM3 0.859 0.738 0.021 0.000 

CIM4 0.852 0.726 -0.055 0.003 

CIM5 0.836 0.699 0.048 0.002 

Average   0.772  0.014 

<Table 3>에 제시하 듯이, 모든 요인들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은 다른 요인들의 상  값보다 크기 때문

에, 별 타당성도 만족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와 

결과 변수를 종단 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Liang et 

al.[19] 에서 제시된 통계 검증 방법을 이용하 다. 

<Table 4>에 제시하 듯이, 각 요인들에 의해 설문되는 

분산이 공통된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에 비해 훨씬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방법 편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2 구조 모형

본 연구 가설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 리샘 링 기법

(bootstrap resampling method)으로 200번 리샘 링을 

하 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Fig. 2]에 제시하 다. 

[Fig. 2] Analysis Results

<Table 5> Summary of the results

 Effect Cause Coeff. t-Value Hypo

H1 User Loyalty
Relational 

Commitment
0.216 4.447 Supported

H2a User Loyalty
User 

Satisfaction
0.632 12.813 Supported

H2b
Relational 

Commitment

User 

Satisfaction
0.268 2.493 Supported

H3a
Relational 

Commitment

Perceived 

Usefulness
-0.016 0.222

Not 

Suppo.

H3b
User 

Satisfaction

Perceived 

Usefulness
0.178 2.700 Supported

H4a
Relational 

Commitment

Perceived 

Enjoyment
0.611 8.328 Supported

H4b
User 

Satisfaction

Perceived 

Enjoyment
0.295 3.409 Supported

H5a
Relational 

Commitment

Corporate 

Image
-0.019 0.267

Not 

Suppo.

H5b
User 

Satisfaction

Corporate 

Image
0.404 6.576 Supported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관계적 몰입과 선행 요인이 사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24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an; 12(1): 241-251

상한 것과 같이, 계  몰입은 사용자 충성도 (β

=0.216, t=4.447)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 (β=0.632, t=12.813)뿐만 아니라 계  몰

입(β=0.268, t=2.493)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 계  몰

입과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 분산의 62.8%를 설명

하 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β=0.178, t=2.700)

에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계  몰입(β=-0.016, 

t=0.222)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지된 즐거

움은 계  몰입(β=0.611, t=8.328)과 사용자 만족(β

=0.295, t=3.409)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기업 이미지

는 사용자 만족 (β=0.404, t=6.576)에 유의한 향을 미쳤

지만, 계  몰입 (β=-0.019, t=0.267)에는 유의한 향

을 주지 못했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계  몰입 분산의 

64.2%와 사용자 만족 분산의 66.4%를 설명하 다. 

<Table 5>에 분석 결과를 요약하 다. 

4.3 연구 결과 요약

모바일 메신  환경에서 계  몰입과 사용자 만족

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 충성도를 형성하는 근본 메커

니즘을 이해하고자 하 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충성도 결정 메커니즘에 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상한 것과 같이, 계  몰입과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충성도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

쳤다. 사용자 만족의 직  향(0.632)과 간  향

(0.216*0.268)을 모두 더한 체 향은 0.689 다. 그래

서 계  몰입과 사용자 만족이 사용자 충성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했을 때, 사용자 만족이 계  만족에 비

해 사용자 충성도 분산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쳤고, 계

 몰입에는 사용자 만족을 통해 간 으로만 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과 계  

몰입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용자 충성

도에 미치는 향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인지된 즐거움

이 인지된 유용성보다 더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이미지도 사용자 만

족에만 향을 미쳤고, 사용자 만족을 매개로 하여 계

 몰입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 

이미지가 직 으로 모바일 메신  제공 업체와의 계

 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용자 만족을 높여 

간 으로 계  몰입과 사용자 충성도를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 기업 이미지는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

의 충성도 형성 매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5.1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시사 을 논하기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방

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용자들의 개인  특성

에 따라 사용자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이다. 나이, 성

별 등 인구 통계학  변수나 개인  신성 같은 개인 특

성 변수를 연구 모형에 고려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모바

일 메신  행동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메신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톡만 설문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모바일 메신  서비스에 결과를 일

반화하기 힘들다. 특히,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3천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부

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서비스에 비해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 가치가 높다고 단할 수 있다. 즉, 사용자

들은 새롭게 출시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연구에서

는 새로운 서비스 업체와 기존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스

타트업 기업들이 마   경 활동을 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5.2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

본 연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은 시사 들을 제공한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사용자들의 충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  몰입과 사용자 만

족 에서 살펴보았다. 계  몰입은 서비스 제공업

체와의 심리 인 애착을 측정하며, 지속 인 계 형성

에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  일치 이론이나 

사용자 충성도를 다룬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사용자 만

족만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계  몰입은 서비스 업체

에 한 장기 으로 형성되는 심리  상태라면, 사용자 

만족은 사용 후 느끼게 되는 감정  측면을 평가하게 된

다. 두 요인은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측면

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용만 만족만 고려한다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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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사용자 충성도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사용자 

만족뿐만 아니라 계  몰입을 고려하 다. 데이터 분

석 결과, 사용자 만족과 계  몰입 모두 사용자 충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모바일 메신  제공 업체 입장

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한 심리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마   IT 략을 수립해야 한다. 심리  애

착은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거나 렴

한 비용으로 사용자 니즈를 해결해주었을 때 생겨나게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비용 지불 없이 친구들과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해 

높은 심리  애착을 느끼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

이 사용자 만족과 계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IT 동기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동기로 외 인 동기와 내 인 동기로 나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러 정보 시스템 련 연구들에서 

외 인 동기는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내

인 동기는 인지된 즐거움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이

고 있다. 특히, 내 인 즐거움은 최근 유희 인 측면을 강

조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만 

향을 미쳤을 뿐 계  몰입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했다. 하지만,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뿐만 아

니라 계  몰입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 더욱이, 사

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을 때, 인지된 즐거움

의 향이 인지된 유용성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모바일 메신  제공업체들은 인

지된 즐거움 향상을 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카카오톡의 경우 소셜 게임 랫폼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게임들이 랫폼을 통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를 들어, 애니팡, 드러 , 쿠키런 

등 천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카카오톡의 모바일 

게임 랫폼은 많은 인기를 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소

셜 메신  업체들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도록 마   IT 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업 이미지가 계  몰입

과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부분의 

경 정보 연구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용

자들에 한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하

지만, IT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

지가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마   소비자 행동 연구들에서는 고객들이 인

지하는 이미지가 상품의 구매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침

을 보이고 있다. 를 들어,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가

지고 있는 이미지가 고객들이 커피를 구매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 분석 결과 IT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가 사용자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서, IT 시장에서도 기업이 신 이고 윤

리 으로 사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을 때, 제공 기업에 

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심리  애착도 형성

됨을 의미한다. 스타트 업 IT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들

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킬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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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List of Model Constructs and Items

Construct Item Questionnaire Ref.

User

Loyalty

ULY1 나는 카카오톡의 충성 사용자이다. 

[17]

ULY2 나는 향후 몇년 간 카카오톡 서비스를 

더 사용할 것이다. 

ULY3 나는 모바일 메신  어   카카오톡

이 가장 먼  떠오른다. 

ULY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에 

한 정 인 것들을 이야기하 다. 

ULY5 나는 나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을 추천하 다.

Relational

Commitm

ent

RCO1 나는 카카오톡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

에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29]

RCO2 나는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강한 애착

을 느낀다. 

RCO3 카카오톡은 내가 끌릴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RCO4 나는 감정 으로 카카오톡에 애착을 

느낀다.

User

Satisfaction

USA1 반 으로 나는 재 사용하는 카카

오톡 서비스에 만족한다.

[17]

USA2 종합 으로 카카오톡의 제공하는 서

비스는 나의 기 를 만족시킨다.

USA3 반 으로 나는 카카오톡과의 계

에 해 만족한다.

USA4 카카오톡을 사용했던 나의 경험은 매

우 만족스럽다.

Perceived

Usefulness

PUS1 카카오톡 사용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해 다.

 

[20]

PUS2 카카오톡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연락

을 취하는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PUS3 카카오톡은 지인들과 교류하는데 유

용한 서비스이다.

Perceived

Enjoyment

PEN1 카카오톡 사용은 즐겁다.

[5]
PEN2 나는 카카오톡 사용으로 즐거움을 얻

는다.

PEN3 나는 카카오톡 사용이 흥미롭다.

Corporate

Image

CIM1 카카오톡은 신 이고 선구 인 기

업이다 

[26]

CIM2 카카오톡은 성공 이고 자신감이 있

는 기업이다

CIM3 카카오톡은 설득력이 있고 리한 기

업이다. 

CIM4 카카오톡은 윤리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CIM5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에게 오 되어 

있고 심이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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