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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개인 인 소통 활동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The Effect of Pers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using Smart Phone 
Instant Messenger on Job Performance 

이 종 만1*

Jong Man Lee

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정상근무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개인 인 목 으로 이용하는 행동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악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여기서 얻어

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직장외부 지인  직장동료와의 인스턴트 메
시징을 직무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 다. 한 업무 특성은 직장 동료  직장 외부 지인과의 인스턴트 메

시징과 직무성과간의 조 변수로 설정하 다. 분석결과는 첫째, 직장외부 지인과의 인스턴트 메시징 활동은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그 향정도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 더 큰 것으로 명되었다. 둘째, 직장동료와의 인스턴트 메시징 활동
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 주제어 : 개인 인 온라인 소통, 업무 특성, 직무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pers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using smart phone instant messenger during 

normal office hours on job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To do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field survey of 

smart phone user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e surve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like personal instant messaging with the outside friends and co-workers 

on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ask characteristics set 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personal instant messaging with the outside 

friends/co-workers and job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 instant messaging with the 

outside friends generally has a nega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in addition in high task interdependence area the former has more 

effect on the latter. Second, personal instant messaging with co-workers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 keyword : personal online communication, task characteristics, job performance

1. 서   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11

월에 47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월에 1,000만 명을 넘어서더니, 8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에 2,000만 명을 돌 하 으며, 2012년에는 2,700

만 명에 이르고 있다[28]. 그러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려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인 모바일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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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 메신  카카오톡의 사용자수 증가세는 훨씬 더 두드

러진다[26]. 2010년 3월 카카오톡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같은 해 7월에 2,000만 명, 

11월에 3,000만 명을 돌 하더니, 2012년 6월에는 5,000만 

명을 넘어섰다[25].

이와 같은 스마트폰 서비스 인 라의 양  성장을 바

탕으로 손안의 PC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IT기기

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과 업무 장의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요즘 직장인

들이 업무 에 하는 업무 이외의 활동 내역에 한 취업

포털 커리어의 직장인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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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시장

(Figure 1) Mobile instant messaging market for 

smart phone

람 등 온라인 기반 활동 항목이 흡연  잡담, 은행·편

의  방문 등 개인 용무, 수면 등 오 라인 활동 항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설문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업무 장의 모습에 해 머

리를 식히거나 스트 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지만[27], 조직의 리자들은 업무외 인 유혹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련 기존 연구는 Davis[20]의 기술수용모델을 배경으로 

한 스마트폰 수용요인 분석 연구[2,3,6,8-11]나 스마트폰 

련 기술 그 자체에 한 연구[1,5] 등이 주류를 형성하

고 있으며, 업무  온라인 기반 개인 인 활동 특히 요즘 

인기있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

한 개인 인 의사소통 활동과 직무성과간의 계를 규명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과 같

은 논의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 직장에서 정상근무시간 동안에 직장인들이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개인 인 목 으로 이용하

는 행동은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한 충 인가? 아니면 

직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범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해 직장인들이 정상근무시

간 에 하는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개인

인 소통 활동이 그들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의 업무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개

인 인 소통활동을 직장외부 지인  직장내부동료로 구

분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더불어 개념 인 연구가설 제시

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검증해 으로써, 

본 연구문제에 한 답을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2.1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의 이해

인스턴트 메신 (Instant Messenger: IM)는 인터넷과 같

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두 명 이상이 컴퓨터 작업을 하

면서도 이메일보다 빠른 속도 즉,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수단이다. 이 서비스는 미국의 

AOL(American online)이 1996년에 회원의 속상태를 보

여 주는 버디리스트  1997년에 실시간 화기능을 추가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빠른 보 을 배경으로 무료 애 리 이션, 무

료 요 제, 다국어 지원, 표 의 다양성, 간편한 사용 등을 

장 으로 내세운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모바일 인스

턴트 메신 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카카오톡과 다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들을 비교한 그림이다.

2.2 스마트폰 련 선행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발표된 스마트폰 련 연구를 

살펴보면, 논문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 으며 그 내용은 주로 스마트폰 련 기

술과 정책 개발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스마트폰 사용 동기 연구도 2012년에 보고되었기 때문

에 스마트폰 사용과 성과간의 계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한 

시 이 되었다고 생각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표 1)에 정리

된 최근의 직무외 컴퓨 (Non-Work Related Computing: 

NWRC) 연구결과를 에서 살펴본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

(표 1) 스마트폰  직무외 컴퓨  선행 연구

(Table 1) Previous research on smart phone and 

non-work-related computing  

연구자
1 2 3 4 5 6

년도 자
2010 조미화 외 2인 o
2011 홍해숙 외 3인 o
2011 박우길 외 6인 o
2011 김용, 손진곤 o
2011 정우수, 김사 o
2012 이종만 o
2005 Lee 외 2인 o
2006 Chun and Bock o
2008 Pee 외 2인 o
2009 Bock and Ho o o
2010 Bock and Zhang o
2010 Bock 외 3인 o o

주) 1: 기술개발, 2: 정책개발, 3: 사용동기, 

4: NWRC 행동, 5: 업무특성, 6: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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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에 용하여 그 행동과 성과간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

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단하 다. 다음은 인터

넷정보학회논문지의 스마트폰 련 연구  NWRC 최근 

연구들을 연도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정상근무시간에 직장인들이 스마트폰 인스

턴트 메신 를 개인 인 목 으로 이용하는 행동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을 심으로 그들이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외부 지인  직장동료와 갖는 개인 인 

소통 시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업무 특성의 역할에 해서도 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모형

(Figure 2)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의 설정 

본 연구 가설 검증은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이 응답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본 논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모형의 근간이 되는 연구가설에 

한 자세한 설명  이론  배경을 순차 으로 살펴보기

로 하자.

본 연구는 업무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

한 개인 인 소통 활동(personal communication activity)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간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

하기 하여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조사하 다. 1982년 

Crawford의 연구[19]에 따르면, 리자는 이메일의 사용으

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개인 생산성이 5-15% 

정도 향상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IDC와 가트  그룹

은 체 조직 이메일  개인 이메일의 비 이 30-40% 정

도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잦은 업무 단은 생산성의 감소

로 이어진다고 하 고, Bock and Ho의 최근 연구[15]에서

도 비업무 련 컴퓨  활동은 직무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로부터 개인

인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징 활동의 역할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론하 다. 그리고 직장동료와의 온라인 

화는 비록 그 내용이 업무 외 인 수 에 머물지라도 업

무 단의 손해보다도 신뢰 형성에 따른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직장외부 지인과의 온라인 화는 업무 단

에 따른 부정 인 장이 직무성과에 직 으로 향을 

 것으로 단하 다. 그래서 개인 인 스마트폰 인스턴

트 메시징 활동을 직장동료와 직장외부 지인으로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설정하 다.

H1 :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직장외부 지

인과의 개인 인 소통시간은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H2 :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직장동료와

의 개인 인 소통시간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Ven et al.[24]은 업무 특성  하나인 업무 상호의존성

(task interdependence)은 조직 구성원이 본인의 업무 수행

에 있어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것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업무 완수를 해

서 조직구성원간의 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3]. 

Bock et al.[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무 상호의존성이 

조직구성원의 업무  개인 인 목 의 컴퓨  자원 사용

행동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 최신 정보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완수에 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조직구성

원들의 직무외 컴퓨  활동이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하 다[17]. 이와 같은 논리를 스마트폰에 용하면, 상호

의존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

의 맡고 있는 업무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하여 직장 동

료뿐만 아니라 외부 지인과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징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  외부 지인과의 개인 인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

징 활동과 직무성과간의 계는 업무 특성에 의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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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내용 참고문헌

직장외부지인과의 

소통시간

직장에서 근무시간 에 개인 인 목 으로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외부 지인과 의사소통하는 1일 평균 시간 

Bock, Park and 

Zhang[2010]

직장동료와 

소통시간

직장에서 근무시간 에 개인 인 목 으로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와 의사소통하는 1일 평균 시간  

Bock, Park and 

Zhang[2010]

업무 특성
TI1: 내가 하는 업무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편이다. 

TI2: 내가 하는 업무는 동료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 

Bock, Shin, Liu and 

Sun[2010]

직무성과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사용 이후 직무성과 평가 평균값 Bock and Ho[2009]

(표 2) 변수에 한 설문항목

(Table 2) items on constructs  

(표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Table 3)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항목 빈도 (건) 비율 (%)

성별
남성 58 55.8

여성 46 44.2

나이

20 30 28.8

30 34 32.7

40 31 29.8

50  9  8.7

(표 4) 연구변수별 평균치

(Table 4) Means of study variables

구분 평균치 값 범

직장외부 지인과의 1일 평균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징 시간 
24분

직장동료와의 1일 평균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징 시간 
11분

업무특성 4.3 1 ~ 7

스마트폰인스턴트메신  사용 이후 

직무성과평가 평균값
81 0 ~ 100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거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하 다.

H3 : 직장 동료  외부 지인과의 개인 인 소통시간과 

직무성과간의 계는 업무 특성에 의해 조 될 것이다.  

4. 측정항목의 정의와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설문항목은  연구의 이론  배경에서 논의한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선정하 다.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

신 를 이용한 개인 인 소통시간은 Bock et al.[16]이 제

안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업무특성은 Bock et al.[17]의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직무성과는 Bock and Ho 연구[15]

의 방법을 배경으로 삼아서 본 연구에서의 설문항목을 개

발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 인 설문조사에 

앞서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거나 한 로 번역된 문구를 어색해

하는 부분을 수정하 다. (표 2)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변수에 한 설문문항이다.

이후 본 연구모형의 실증  분석을 해 스마트폰 사

용 직장인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직  방문 

등의 오 라인 방식과 이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

에 진행되어 회수된 설문지 에서 결측값이 있는 등의 

사유로 부 하다고 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 응답자들을 인구

통계학  특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 각 연구변수에 한 평균치는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다. 

5.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을 상으로 

근무시간  개인 인 온라인 의사소통 활동과 직무성과

간의 계에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연구모형의 유효

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모델 검증용 통계 로그램 에서 SmartPLS 2.0을 

이용하 다[29].

본 연구는 연구변수의 별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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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변수의 별타당성 분석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test of study 

variables

연구

변수
OT IT TI OT*TI IT*TI JP

OT 1.000

IT 0.223 1.000

TI -0.203 -0.018 1.000

OT*TI -0.445 -0.346 0.035 1.000

IT*TI -0.419 -0.510 -0.015 0.453 1.000

JP -0.460 0.150 -0.109 0.312 0.161 1.000

㈜ OT: 외부지인과의 소통시간, IT: 직장동료와의 소통시간,  

   TI: 업무 특성, JP: 직무성과 

(그림 3) 구조모형분석 결과

(Figure 3) Results of structural model analysis  

모형을 평가하 다. 분석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는 모두가 별타당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별타당성 검증결과를 바탕으

로, 통계 로그램 SmartPLS 2.0상에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한 가설검증용 경로분석을 수행

하 다[29]. (그림 3)은 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수행결과

다. 여기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의미한다. 

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인 업무성과에 

한 설명력(R
2)은 36.1%로 분석되었다. 경로분석 결과는 

H1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직장외부 지인과

의 개인 인 소통시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향은 p값 0.001 이하 수 에서, H2 스마

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직장동료와의 개인 인 

소통시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은 p값 0.01 이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외

부 지인과의 개인 인 소통시간과 직무성과간 계에 

한 업무특성의 조 효과는 p값 0.05 이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이상의 통계  분석치를 바탕으로 해석한 가

설에 한 실증결과이다. 

(표 6)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Table 6) Summary of hypotheses and Results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검증

결과

H1: OT → JP -0.467 4.668 채택

H2: IT → JP 0.345 2.942 채택

H3: OT * TI → JP

     IT * TI → JP

0.211

0.043

2.000

0.262

부분채

택

㈜ OT: 외부지인과의 소통시간, IT: 직장동료와의 소통시간,  

TI: 업무특성, JP: 직무성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첫째,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

신 를 이용한 직장외부 지인과의 개인 인 소통시간이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H1)하 는

데,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직장동료와의 개인 인 소통시간이 직무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H2)하 는데, 이  

가설도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외부 

지인과의 개인 인 소통시간과 직무성과간의 계는 업

무특성에 의하여 조 될 것으로 가정(H3)하 는데, 분석

결과 직장외부 지인과의 개인 인 소통 활동이 직무성과

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일수

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근무시간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한 개인 인 소통이 성별,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추가 인 그룹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룹분석 결과, (그림 4)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성 직장인이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와 나 는 개인 인 소통 활동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는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4)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직장인이 스마트폰 인스턴

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외부 지인과 나 는 개인 인 

소통 활동은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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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성 그룹

(a) Male group

(b) 여성 그룹

(b) Female group

(c) 연령  20-30 

(c) Age group 20-30

(d) 연령  40-50

(d) Age group 40-50

(그림 4) 그룹분석 결과 

(Figure 4) Results of group analysis

드러났다. 한 (그림 4)의 (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나이에 계없이 직장동료와의 소통은 업무성과에 

정 인 향을 주지만, 직장외부 지인과의 소통은 업무성

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사용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에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이용하여 직장외부 지인 

 직장동료와 나 는 개인 인 의사소통 활동시간이 그

들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 정도를 통계 으로 평가하

는데 있었다. 

분석 결과 본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명제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외부 지인과의 

인스턴트 메시징은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그 향정도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동료와의 인스턴트 메시징

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업무  간간

이 나 는 직장동료와의 온라인 수다가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업무  개

인 인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 행동이 업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일반 인 통념과는 다른 것으로, 직

장동료와의 온라인 소통 활동은 재충 을 한 휴식이나 

정보공유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직장인 특히 여성 그룹에서는 일반 인 상식 로 

업무  짬짬이 나 는 직장외부 지인들과의 소통활동이 

직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조직외부와의 온라인 소통활동이 외부 정보 수집으

로 자신의 업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업무 비의 수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연구

의 이와 같은 시사 들은 직장에서 정상근무시간 동안 조

직구성원들이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신 를 개인 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리통제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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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공헌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우 단순한 연구모형에서 비롯된 몇 가지 한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 먼  본 연구는 나이  성별 차이에 따른 

추가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하지만 직업과 직무 등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된

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설명력이 강화될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Bock and Ho 연구[15] 방법을 

근거로 스마트폰 사용시간  직무성과 평가 수 등을 이

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으며, 일부 업 리자에게 

그 결과에 한 반 인 방향성을 확인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통상 으로 사용되는 잠재변수를 이용한 분석

이 수행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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