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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카카오톡과 라인과 같은 MIM 에서 이루어지는, MIM 매개 그룹 
대화의 과정과 특성을 설문과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MIM 매개 그룹 대화 사용 비율을 확인하고, 둘째 MIM 매개 그룹 
대화에 대한 수준별 분석을 수행했다.  

10-30 대 남녀 57 명의 사용 중인 MIM 에 대한 설문과 그룹 대화 기록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실험 과정에는 온라인 설문과 자동화된 대화 기록 
익명화 및 수집 도구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룹 
대화방의 비율은 20% 였다. 이러한 그룹 대화방의 비율은 최근 10 개 대화로 
범위를 한정하면 29%까지 상승하며, 그룹 대화방의 참여자 수 평균은 
12.3명이었다. 

MIM 매개 그룹 대화에 대한 그룹 수준 분석에서는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는 고르게 분포되며, 2 인 연속 대화가 전체 대화의 56%를 차지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제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친교 유형 발화가 절반이상 섞인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발화수를 확인했다. 시간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MIM 
발화가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 
분석에서는 이전과 이후 발화 형식이 유사해지려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MIM 매개 그룹 대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와 관련 산업계의 그룹 
대화 기능 개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MIM, 카카오톡 , 그룹  대화  

학   번  : 2010-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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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MIM 은 Mobile Instant Messenger 의 약자로서, 기존 PC 운영체제에서 MSN 
Messenger 와 같은 Instant Messenger 가 수행하던 사용자간 전자적 메시지 전달 
기능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MIM 서비스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MIM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대표적인 MIM 으로는 카카오톡, 
라인, WhatsApp 등이 있다. 2009 년 최초의 MIM 서비스 (WhatsApp) 가 시작된 
이후, MIM 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과 그 궤적을 같이 하며 성장해왔다. 
2013 년 1 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3300 만명을 돌파했으며 [류성일, 
2013], 카카오톡 국내 사용자도 3500 만명에 달하고 있다. [윤세훈, 2013] MIM 
서비스는 보급량 뿐 아니라 사용량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이용패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약 90 분) 이며 [조성완, 2012], 국내 MIM 서비스 중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43 분 이상, 1 주일중 이용 일수는 6.38 일로 [카카오톡 2012/12] 하루 
스마트폰 사용량의 약 절반을 거의 매일 같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다. 

MIM 사용량과 SMS 발신량에 대한 통계나, 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기존의 SMS 가 담당했던 1:1 메시지 발송 기능을 MIM 이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거기에 MIM 은 기존 매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한다. MIM 을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사용 이유로 저렴함과 네트워크 효과 다음으로 
편리함을 든 것 [트랜드모니터, 2011] 을 보면, 그동안 사용자들이 MIM 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과 같은 기능들을 필요로 했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쓰이는 부가 기능 중에 그룹 대화 기능이 있다. 그룹 
대화 기능은 3 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된 가상의 그룹 대화 방에서, 각 
참여자가 자유로이 메세지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메시지를 모든 참여자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룹 대화 기능의 정확한 사용 
통계는 아직 조사된 사례가 없지만, MIM 사용 연구 [강수진, 2011, 강진숙, et al, 
2012] 에서 조사된 사용자들의 그룹 대화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그룹 대화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MIM 서비스 제공회사에서 
공개하는 메시지 처리량 통계 [WhatsApp 트위터, 2013]를 토대로 전체 
메시지량 중 그룹 대화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메시지가 40%의 비율을 
상회하는 등, 그룹 대화 기능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그룹 대화 기능 사용 통계가 조사된 적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룹 대화를 MIM 사용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2 

설문과 일지 응답을 통해 조사하고, 대화방 수를 기준으로 MIM 그룹 대화 
기능의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 

기존에 전자적 가상 그룹 대화는 이메일, 게시판,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IRC, MUD, 컨퍼런스 콜, 그룹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룹 대화 
기능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응답성, 지원하는 소통 방법, 병렬적 
소통 가능성, 발화 전 검토 가능성, 대화 내용 기록성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었고, 사용자들은 참여자 특성, 대화 상황, 대화 목적 등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그룹 대화를 수행했다. [Lober, 2007] 하지만 점차 즉시성과 그룹 
채팅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IM 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기존의 다양한 그룹 대화 채널을 대체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허은, 2004] 
IM이 지원하는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한 MIM에서는, MIM을 매개로 하는 
그룹 대화를 통해 사용자들은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수진, 2011], 상대방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얻기도 하는 등 [강진숙, 
et al, 2012] 더욱 심도 있는 사용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  

MIM 은 기존의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을 단말기에 적용한 
서비스이다. [윤세훈, 2013] 따라서 MIM 연구에 있어 기존 IM 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보급이 이루어진 것이 비교적 
최근인 MIM 의 특성상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CMC 환경에서 그룹 활동에 대한 연구도 MIM 매개 
그룹 대화의 특성을 예상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MIM, IM, 그리고 CMC 환경에서 그룹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학습상황, 회사, 
실험실 상황 등 특정 상황에 한정한 연구 [김수현, 2010, Dittrich, et al, 2011, 
González-‐Ibáñez, 2012] 를 수행하여 포괄성과 인위성의 한계를 갖거나, 둘째, 
귀납적 분석을 통한 내용 유형 분류 [김수현, 2010, 노명완, 2008],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참여자간 관계 분석 [김병석, 2011, 김은영, 2012]  
참여자수, 발화 밀도, 발화 시간, 반복되는 주제어 등 대화 기록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에 대한 분석 [Durham, 2009, Adams, et al 2010, 정현영, 2012] 등의 
분석 방법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쳐 엄밀함과 체계성의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했다. 우선 포괄성과 인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MIM 
사용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표집과 일상의 사용을 수집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하고 수행하였다. 국내 MIM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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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연령별 사용 비율에 따라 10, 20, 30 대를 표집하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용 중인 MIM 의 종류와 대화방의 구성등에 대한 설문을 
수행했다. 다음으로는 실험 참가자들의 최근 그룹 대화의 과정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하는 모든 그룹 대화 기록을 수집했다. 다음으로는 분석의 
엄밀함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분석 
수준을 적용하고, 또 수준간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한 분석 수준은 
첫째, 주제 뭉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귀납적 분석을 통한 
주제 유형에 따른 전체 대화 내용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그룹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참여자간 관계와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뭉치,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화 기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발화 시간과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수준 
분석의 수단으로 정의한 지표들을 타 수준의 지표와 교차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룹과 사용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동안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각 수준의 분석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향후 MIM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 틀과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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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MIM (Mobile Instant Messenger) 

 

1. 정의  

MIM 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사진/동영상) 공유 및 채팅 
서비스이다. [변정욱, 2011] 대표적인 MIM 서비스로 (주)카카오의 카카오톡, 
다음의 마이피플, NHN의 라인 등이 있다. [변정욱, 2012] 해외에서는 2009년에 
시작한 WhatsApp 이 최초의 MIM 이며, 국내에서는 2010 년 2 월에 시작한 
엠엔톡이 최초의 MIM 이다. [강수진, et al, 2011]  

MIM 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MIM 을 저렴한 메시지 
전달 플랫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MIM 을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저렴함을 가장 많이 응답한 조사 결과 
[트랜드모니터, 2011], 그리고, MIM 보급 이후,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체 하고 있다는 평가 [변정욱, 2012]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MIM 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MIM 을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의 한 종류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MIM 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희석, 2012, 김한나, 2013] 

 

2. 사용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2 년 상반기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86.4%는 MIM 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88.3% 는 하루에 한번 이상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정욱, 2012] 2013 년 5 월 24 일 웹사이트 분석평가 기관인 
랭키닷컴이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 6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 월 둘째주 카카오톡을 실행한 이용자는 2 천 656 만 5 천명이었고, 
라인은 86 만 7 천명이었다. [한국일보, 2013/05] 이러한 국내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의 MIM 실행횟수를 토대로 전세계 총 가입자수 기준으로 카카오톡은 
1 억명의 가입자 [머니투데이, 2013/07], 라인은 2 억명의 가입자를 보고하는 
것에 비해 [블로터닷넷, 2013/07], 국내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은 카카오톡이 
압도적일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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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장 높은 국내 사용량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의 연령별 
구성비에 대해 2012 년 6 월 21 일 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카카오톡의 연령별 구성비는 10 대 15%, 20 대 28%, 30 대 27%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줬다. [닐슨, 2012] 

그룹 대화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량에 대한 자료는 공식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다. WhatsApp 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inbound/outbound 메시지양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전체 MIM 대화 중 그룹 
대화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WhatsApp 이 지난 
2012 년 8 월 24 일에 작성한 트윗에서 inbound/outbound 메시지양을 
보고하였으며, 이 트윗 메시지에서 WhatsApp 은 inbound 40억 메시지, outbound 
60 억 메시지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렸다. 여기서 보이는 20 억 메시지의 
차이는 곧 1:N 대화, 그룹 대화에 의해 야기된 차이이며, 전달되는 전체 60 억 
대화 메시지 중에서 약 33%, 20 억 메시지는 그룹 대화에 의해 두 번 이상 
복제되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룹 대화가 전체 
대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은 2013년 6월 12일, inbound 100억, 
outbound 170 억 메시지를 보고한 WhatsApp 의 트윗 메시지에서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트윗 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면, 그룹 대화를 통해 두 번 
이상 복제되는 메시지는 전체 170 억 메시지 중 70 억 메시지로, 이는 전체 
메시지 처리량 중 약 41%에 해당하는 양이다. [WhatsApp 트위터 계정, 2013] 

 

3. 사용  행태적  특징  

기존 MIM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에는 기존 PC 기반의 IM, SMS 등과 
비교하는 연구, 그리고 수업, 업무 등 맥락에 따른 사용 행태를 확인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일상의 사용 행태 전반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IM, SMS 등의 기존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IM 과의 비교에서는 PC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에 비해 MIM 은 대화 상대방간 친밀도가 다르고,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화의 즉시성이 좋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와 다르게 MIM 은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고, 시간, 장소, 비용, 
횟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정희석, 2012] 그리고 SMS 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SMS 와 비교할 때 메시지 작성 길이나 요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통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한번에 보낼 수 있는 
말도 2-3 번으로 나눠서 보내고, 이모티콘의 사용도 더 잦아졌다. 문장이나 
절이 아닌, 단어나 자음의 형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용건이 없거나 장난을 칠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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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용이한 접근성 때문에, 친한 지인 뿐 아니라, 친하지 않은 
지인에 까지 손쉽게 연락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강수진, et al, 2011]  

수업, 업무 등 맥락에 따른 사용 행태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우선, MIM 을 
통한 메시지 주고받기는 수업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용숙, 2012] 그리고, 업무 중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종만, 2013] 

특정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의 사용 행태 전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특별히 그룹 대화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그룹 대화방을 열어두고 하루종일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격 현전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으며,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강진숙, et al, 2012] 

 

4. 인터페이스적  특징  

현재 1 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머니투데이, 2013/07] 있는 카카오톡, 
라인의 인터페이스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 주소록 기반 친구 등록 

MIM 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친구 등록’을 해야 한다. 직접 

상대방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친구 등록을 마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주소록의 전화번호 목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친구를 등록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버튼 한번에 거의 모든 친구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MIM 사용자의 전화번호 목록은 MIM 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서버에 

전송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때문에 

WhatsApp 에 대해 캐나다와 네덜란드 프라이버시 규제 당국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ZDNET, 2013/01], WhatsApp 은 수집한 주소록 정보는 이름 등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정보를 연결하지 않으며, 단지 matching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원래 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단방향 hashed value 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hatsAp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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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필 

MIM 의 친구목록에서는 주소록에 등록한 상대방의 이름 외에도 MIM 에서 
지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외에도 자기 소개 
등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필 설정을 통해서 
사진과 대화명을 설정,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용자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자동 친구 추천 기능 때문에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강수진, 2011] 

 

3) 대화 목록 

카카오톡과 라인은 주소록 탭 바로 우측에 대화 목록 탭을 위치 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마지막 발화가 있었던 대화방을 제일 위에 두고 각 
대화방의 마지막 발화 시각에 따라 순서대로 대화방을 정렬해서 보여준다.  

 

 

 

 

 

 

 

<그림  1> 카카오톡과 라인의 대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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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임라인 

대화방을 클릭하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방 내부에서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대화를 구성하여 최근에 있었던 대화를 기준으로 보여준다. 
예전 대화 내용은 스크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이모티콘, 스티커 (비텍스트 발화) 

사용자는 MIM 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비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발화에는 기존의 텍스트 이모티콘의 확장형태인 스티커 등이 대표적이다. 
라인은 스티커, 카카오톡은 애니콘, 스티콘 등의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모티콘, 그래픽 이모티콘과의 구분을 위해 
이후 스티커로 통칭한다. 스티커 형식의 발화는 대화 로그에서는 
(이모티콘_Muzi and Friends), (이모티콘_Frodo and Friends) 등으로 표기되며, 
스티커의 종류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스티커를 사용했는지는 대화 
로그에 남지 않는다.  

 

비텍스트에는 이 외에도 MIM, iOS 등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그래픽 
이모티콘이 있다. 

<그림  2> 카카오톡의 타임라인 형식 대화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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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카카오톡과 iOS가 제공하는 그래픽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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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 이 제공하는 그래픽 이모티콘은 대화방 안에서만 그래픽 이모티콘의 
형태로 변환되어 표시가 되며, 카카오톡의 경우 실제로 전달되는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  1> 카카오톡 언어별 그래픽 이모티콘의 종류> 

언어 이모티콘 종류 

한국어 (미소)(윙크)(방긋)(반함)(눈물)(절규)(크크)(메롱)(잘자)(잘난척)(헤롱)(놀람)(아픔)(
당황)(풍선껌)(버럭)(부끄)(궁금)(흡족)(깜찍)(으으)(민망)(곤란)(잠)(행복)(안도)(우
웩)(외계인)(외계인녀)(공포)(근심)(악마)(썩소)(쳇)(야호)(좌절)(삐짐)(하트)(실연)(

별)(브이)(오케이)(최고)(최악)(그만)(땀)(알약)(밥)(커피)(맥주)(소주)(와인)(치킨)(축
하)(음표)(선물)(케익)(촛불)(컵케익 a)(컵케익 b)(해)(구름)(비)(눈)(똥)(근조)(딸기)(
호박)(입술)(야옹)(돈)(담배)(축구)(야구)(농구)(당구)(골프)(카톡)(꽃)(총)(크리스마

스)(콜) 

영어 (smile)(wink)(beam)(crushed)(cry)(omg)(kiki)(tongue)(zzz)(cool)(tipsy)(surprised)(sick)(c
onfused)(bubble)(angry)(blush)(curious)(satisfied)(cute)(grumpy)(embarrassed)(hesitant)(s
leepy)(happy)(relieved)(puke)(alien)(aliengirl)(scared)(worried)(devil)(sneer)(pish)(hurray
)(frustrated)(sulk)(heart)(heartbroken)(star)(peacesign)(ok)(best)(worst)(stop)(sweat)(pill)(
meal)(coffee)(beer)(drink)(wine)(chicken)(congrats)(note)(gift)(cake)(candle)(cakeb)(cake
c)(sun)(cloud)(rain)(snow)(poo)(bow)(berry)(pumpkin)(lips)(meow)(money)(cigar)(soccer

)(baseball)(basketball)(pool)(golf)(kakaotalk)(flower)(gun)(christmas)(phone) 

일본어 (笑顔)(ウィンク)(にこにこ)(惚れる)(涙)(絶叫)(はは)(べー)(おやすみ)(自慢)(くるく

る)(ショック)(病気)(戸惑う)(風船ガム)(怒る)(照れる)(はてな)(満足)(冗談)(うぅっ)(
あせあせ)(困る)(寝る)(幸せ)(安心)(吐く)(宇宙人)(宇宙人女)(怖い)(心配)(悪魔)(苦笑

い)(ちっ)(やっほー)(がっかり)(すねる)(ハート)(失恋)(星)(ピース)(オッケー)(最高)(
最悪)(ストップ)(汗)(薬)(ご飯)(コーヒー)(ビール)(焼酎)(ワイン)(チキン)(おめでと)(
音楽)(ギフト)(ケーキ a)(ろうそく)(ケーキ b)(ケーキ c)(晴れ)(雲)(雨)(雪)(うんこ)(弔
問)(いちご)(かぼちゃ)(キス)(にゃん)(お金)(たばこ)(サッカー)(野球)(バスケ)(ビリ

ヤード)(ゴルフ)(カカオトーク)(花)(銃)(クリスマス)(電話) 

 

iOS 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이모티콘은 한글, 알파벳, 일본어와 같은 
문자셋의 하나로서 제공된다. [APPLE, 2012/10] 이는 Emoji 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4byte Unicode 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Unicode Consortium, 
2010/4] 이러한 형식의 문자는 iOS 에서만 기본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Android 나 Windows 와 같은 다른 운영체제에서 Emoji 문자를 보려면, 이를 
지원하는 폰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모티콘의 활발한 활용은 MIM 에서 가능해진 현상이다. 기존의 
SMS 에서는 길이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이모티콘이나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MIM 이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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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의 사용도 더 잦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수진, 2011] 이러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하거나 특정 사물을 
묘사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확장된 표현을 할 수 있다. 캐릭터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이모티콘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응결성이 있는 스토리를 제시하는 데에 이모티콘이 사용되기도 한다. 
[김승연, 2012] 

하지만, 이모티콘을 통한 관계는 면대면 대화보다 더욱 친밀하거나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생생한 목소리와 표정을 통한 감정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이용태도에 기인한다. 
때문에 현실 관계는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이모티콘의 친밀함보다 깊이가 덜한 
경우도 빈번하다. [강진숙, et al, 2012] 

 

6) 사진, 동영상, 주소록 전달, 음성, 웹 링크 전달 (하이퍼링크 발화) 

MIM 을 통해서 객체의 링크를 전달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타임라인 형식의 
대화방 내에서 그 내용 전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링크를 클릭한 후에 
별도의 창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진, 동영상, 
주소록의 연락처, 음성, 웹페이지를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전달은 텍스트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저는 혼자 자취를 해서 매일 엄마가 전화를 해서 깨워주시고 밤에 
돌아가면 걱정하지 말라고 통화를 해요, 엄마랑은 매일하게 되요, 아빠, 
오빠랑은 안해요, 저는 얼굴을 못 보니까 머리를 잘랐는데 엄마가 궁금해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생신 때는 제 사진을 보내거나 특별한 날은 
문자를 보내요” [김훈순, 2010] 

또한, 전달된 사진은 텍스트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 카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사진과 같은 것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요.” 

이처럼 사진과 같은 형식의 발화는 시각, 촉각외에 공감각적인 감각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치 옆에서 함께 이야기 하고 있고, 첨부되는 사진들로 함께 그들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강진숙,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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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적  특징  

1)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사용자가 설치하는 MIM 은 Mobile Instant Messenger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메시지 전달 뿐 아니라, 주소록 동기화 
등도 서버에서 다른 사용자의 주소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프로필 등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ZDNET, 2013/01] 

 

2) 푸시 알람 

MIM 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푸시 알람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사용하여 MIM 은 SMS 와 유사한 정도로 실시간의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MIM 사용자들은 이러한 푸시 알람 설정을 대화방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MIM 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푸시 알람은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허용도를 갖으며,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푸시 알람 이며, 푸시 알람에 의해 
알게된 메신저 알림 중 75.5% 에 대해서는 MIM 을 열어 확인을 하고, 60.6% 
의 메신저 알림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임미나, 2012] MIM 
사용과 푸시 알람 기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 멀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MIM 은 다양한 장치를 동시에 지원한다. iOS, Android 등의 스마트폰의 
다양한 OS 뿐만 아니라, Windows, MacOS 등의 PC 에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2013/07, 블로터닷넷, 2012/03] 

 

4) 메타 플랫폼 

MIM 은 메시지 전달 어플리케이션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며 
확장해나가고 있다. 스티커 등을 유료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상점 
기능은 물론이고, SNS 의 기능을 그대로 도입한 라인의 타임라인 탭이나, 
카카오톡의 게임 연동 등을 통해, MIM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희석, 2012, 김한나, 2013, 김진욱,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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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그룹  대화  분석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10/20/30 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MIM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MIM 그룹 대화 기록에 대해서 수준별 분석을 수행하여, MIM 매개 대화의 
과정과 특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IM, IM, Web 
게시판 등의 CMC 매개 그룹 대화 양상을 인터뷰 혹은 대화 분석을 통해 
확인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수행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CMC 매개 그룹 대화에 대한 연구는 CMC 에 의해 가능해진 
가상 그룹 활동이 면대면 그룹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룹 대화 과정을 블랙박스와 같이 가정하던 기존 관점에서 수정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룹 대화를 통해 그룹이 성장하고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Gibbs, 2008]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룹 대화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보는 관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화 중 잡담, 친교 목적 대화는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거나, 

<그림  4> 그룹 대화 분석 관련 연구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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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수현, 2010, 노명완, 2008, Cho, 2005, 
González-‐Ibáñez, 2012] 

 

<표  2> 그룹 대화 분석 관련 연구 범주 

연구 범주 연구 목록 
1-1. 그룹 활동 Johnson, 2000, Bamford, 2008 

1-2. 가상 그룹 활동 Arling, 2007, Gibbs, 2008 
1-3. 가상 그룹 과정 Johnson, 2002, Gibbs, 2008, Rennecker, 2010, Dittrich, 

2011 
1-4. 가상 그룹 

특징 
1) Leadership Misiolek, 2005 

2) Volume Control & 
Coherence 

Berglund, 2009 

3) Conflict Mortensen, 2001, Johnson, 2002, Gibbs, 2008 
4) Invisible Whispering Rennecker, 2010 

1-5. 매체 선택 Cherny, 1999, Johnson, 2000, 허은, 2004, Lober, 
2007, Hatem, 2012 

2-1. 대화 주제 유형 분류 Cho, 2005, 이지연, 2005, 김수현, 
2010, González‐Ibáñez, 2012 

2-2. 그룹 활동의 계량적 측정 및 시각화 Hemphill, 1950, Spiegel, 2001 
2-3. 사회 관계망 분석 김병석, 2011, 김은영, 2012 

2-4. 발화 시간, 주제 연관 단어를 통한 주제 
검출 및 추적 도구 제작 

정현영, 2012, Durham, 2009, Adams, et al 2010 

 

1. 가상  그룹  활동  과정으로서  그룹  대화  

1-1. 그룹 활동의 정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과 지식을 교류하고 그룹을 
형성한다. 이러한 그룹 중에서 그룹 구성원들이 공통의 과업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를 작업 그룹이라고 정의한다. [Johnson, 2000] 이와 같은 작업 그룹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를 위한 작업 그룹의 모델링 과정에서 작업 그룹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Group Process 라고 정의했다. [Bamford, 2008] 

1-2. 가상 그룹 활동 정의 

가상 그룹이라는 개념은 1975 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 연구는 오일 쇼크로 
인해 상승한 그룹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연구였다. 이후 
가상 그룹 활동과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결과에는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분야간의 공통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가상성에 대한 공통의 엄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실험들 사이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Arl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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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가상성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상성은 geographic 
dispersion, electronic dependence, cultural diversity, dynamic structure 에 의한다는 
것이다. [Gibbs, 2008]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MIM 매개 그룹 활동은 
이중에서 electronic dependence 에 의한 가상 그룹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3. 가상 그룹 활동 과정 

그룹 활동 (Group Process) 은 작업 그룹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 과정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따라서 다양한 그룹 활동의 가능성 중에서, 
과업 수행 위주의 구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룹 활동의 정의에 따르면, 그룹 활동은 크게 과업 계획 과정 (Planning 
process), 과업 수행 과정 (Action process), 대인 관계 과정 (Interpersonal 
proccess)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성된다. [Gibbs, 2008] 그룹 활동의 각 단계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메신저 활동의 국면을 Coordinational 
Dimension (과업 할당, 조절, 협상), Collaboration Dimension (과업 해결, 수행), 
Awareness Dimension (과업 수행 알림), Socalization Dimension (팀 빌딩, 동기 
부여, 관계 형성, 감정 교류)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대화가 
작업 진행과 긴밀히 엮여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Dittrich, 2011] Tuckman 의 
4 가지 그룹 발달 단계 (forming 형성기, storming 격동기, norming 규범기, and 
performing 성과기) 을 가상 그룹 활동 과정에서 관찰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 그룹 활동에서 storming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 [Johnson, 2002] 또한, Group Process 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감정적 교류나 
지원의 정도가 작업 능률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Rennecker, 2010] 

1-4. 가상 그룹 활동 특징 

가상 그룹 활동은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Gibbs, 2008]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준다. 

1) Leadership 

가상 그룹 활동에서는 과업을 분배하고, 수행을 독려하거나, 그룹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종류의 리더쉽이 발견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리더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룹 내에서 소통의 양이다. 특히 절차적 
행동을 위한 소통은 리더쉽의 기준이 된다. 또한, 그룹의 퍼포먼스는 그룹이 
리더에게 얼마나 동의하는가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리더쉽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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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강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약한 리더쉽이나 분산된 리더쉽도 
충분히 그룹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Misiolek, 2005] 

 

2) Volume Control & Coherence 

대화 참가자는 항상 대화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반-
동기적으로 대화에 얼마나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종종 
‘Disrupted Turn Adjacency’ 를 유발하고 대화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 일관성 
(Coherence)은 대화에서 연관된 내용끼리 연결되어 나타나는 정도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맥락적 힌트를 통해 대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Berglund, 2009]  

 

3) Conflict 

가상 그룹 활동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Log off 하는 등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 [Johnson, 2002] 이러한 분쟁이 
항상 팀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었다. Conflict 의 종류는 
Rational Conflict 감정적 분쟁, Process Conflict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분쟁, Task Conflict 규정된 과업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등 3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팀에 도움이 되기도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Gibbs, 
2008] 하지만, 가상 그룹 활동은 전통적인 그룹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분쟁에 직면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을 완화하는 데에는 
Team Identity 를 공유하고, 사회 감정적 단서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Mortensen, 2001] 

4) Invisible Whispering 

정보 수집, 공유, 협상, 의사 결정 등의 그룹 활동의 각 단계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가상적 복화술이나 권력 관계에 의한 침묵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화 내용 
분석 만으로는 참가자들 사이의 교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Rennecker, 2010] 

 

1-5. 가상 그룹 활동을 위한 매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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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그룹 활동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의 상황과 사용자들이 나눌 대화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매체가 있으며, 이를 선택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룹의 사회적 맥락과 게시하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 적합한 CMC 매체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가 있었으며, [Johnson, 
2000] 그룹 대화 매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응답의 즉시성, 소통 방법의 
다양함, 동시적 소통의 가능성, 대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 가능성, 대화 
내용에 대한 재사용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룹의 구성원이 4 명인 
경우에는 음성 소통이, 7명인 경우에는 문자 소통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었다. 
[Lober, 2007] 

CMC 환경은 참여자 사이에 구분, Turn taking, 맞장구, 설명, 대화 중단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그룹 소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이에 반해 
MUD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짧게 분절된 메시지를 보내고, 자주 맞장구를 
보내는 대화 전략을 통해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Cherny, 1999] 

또한 과업의 종류에 따라 면대면 그룹 활동과 CMC 매개 그룹 활동 중 
유리한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 연구에서는 협상과 적절한 답을 찾는 
과업에서는 면대면 활동이 유리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이나 의사 결정 과업에는 
CMC 매개 활동이 유리함을 보였다. [Hatem, 2012] 

하지만, 최근 그룹 대화 목적에 따른 소통 매체 선택 관련 연구를 보면, 
학생의 경우, 위와 같은 매체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룹 
활동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허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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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대화  분석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룹 활동 과정으로서의 그룹 대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그룹 대화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 방식으로는 첫째, 
귀납적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둘째, 그룹 활동의 계량적 측정 및 시각화, 
셋째, 사회 관계망 분석 방법의 도입, 마지막으로 발화 시간, 주제 연관 단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 검출 및 추적 등이 있다. 

 

2-1. 대화 주제 유형 분류 

대화 유형을 분류한 기준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룹 활동 과정 상에서의 역할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 중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수행했다.  

그룹 활동 중 메신저 사용 목적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과업 관련 정보 공유, 
과업 관련 논의, 문서 전송, 간단한 질문/ 대답, 간단한 요청, 심도 있는 문제 
논의 등 그룹 활동과 관련된 대화 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 가능 여부 확인, 
면대면 만남 약속 조정, 메모 남기기, 대화 중 소통 수단 변경, 제 3 자의 
연락처 물어보기, 대화 상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하기,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 등의 타 매체를 통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고 하였다. [Cho, 2005]  

그리고, 그룹 활동 과정 상에서의 대화 주제의 역할에 따른 분류를 보면, 
email 과 게시판을 매개로 하는 그룹 활동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적 
내용 전달, 과제 수행 질문, 인사, 타 매체 활용 등의 독특한 활동이 
보고되었다. [이지연,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그룹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적 대화나 그룹 사기 진작 관련한 대화가 그룹 활동 중에 발견됨을 
보고하였다. [김수현, 2010] 그룹 활동 중 과업과 연관되지 않는 대화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연구에서는 Non-Task Related, Non Codable 등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González-‐Ibáñez, 2012] 

위와 같은 주제 유형 분류 방식에 따른 연구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이해 
가능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발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작업에 
기반하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분석 대상을 대규모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분석 방식들은 분석의 자동화를 통해 대규모 분석을 
수행하여 그룹 대화 양상 전반의 큰 그림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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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룹 활동의 계량적 측정 및 시각화 

계량사회학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으며, Hemphill 과 Westie 는 그룹 활동의 14 가지 측정 가능한 특성을 
제시했다. 이 특성은 다음 <표 3> 와 같다. [Hemphill, 1950]  

<표  3> 그룹 활동의 14가지 측정 가능한 특성 

특성 설명 

독립성 다른 그룹과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정도 

조작성 그룹 구성원을 규제하는 정도 

유연성 그룹 활동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정도 

쾌락도 자발적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그룹에 참여하는 정도 

균질성 그룹 참여자 사이에 성격이 유사한 정도 

친밀성 그룹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세세한 이야기를 잘 아는 정도 

참여도 그룹 참여자가 그룹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정도 

투과성 그룹 회원이 되기 쉬운 정도 

양극성 그룹이 각 구성원에게 명료한,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정도 

유효성 그룹이 각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도 

크기 그룹의 멤버 수 

안정성 그룹이 긴 시간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는 정도 

층화도 그룹 명령이 신분 계급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 

결합도 그룹 구성원들이 하나로서 기능하는 정도 

 

하지만 이러한 척도는 실제 세계의 그룹 활동을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이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계량화 하는 것은 어렵다. MIT 
Medialab 의 Coterie 라는 irc 그룹 대화 시각화 시도에서는 개인과 대화 참여 
시각, 메시지 길이, 그룹의 참여자수 등을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측정하고 통계를 내어 이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시도했다. Coterie 에서 측정 
대상으로 삼은 지표들은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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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terie 에서 활용한 개인과 그룹의 측정 지표 

개인 사용자 통계 (8개) 그룹 통계 (10개) 

 참여자 수 

마지막 참여 시각 마지막 참여 시각 

마지막 떠난 시각 마지막 떠난 시각 

지난 시간 참여 빈도 참여 빈도 

지난 시간 떠난 빈도 떠난 빈도 

마지막 메시지 길이 마지막 메시지 길이 

평균 메시지 길이 평균 메시지 길이 

평균 메시지 빈도 평균 메시지 빈도 

마지막 메시지 시각 지난 시간 메시지 송출한 참여자 비율 

 참여자 증감률 

 

Coterie 는 이와 같은 통계를 기반한 시각화를 통해서 irc 각 채널에서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있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Spiegel, 2001] 

 

 
<그림  5> Coterie 의 시각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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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 관계망 분석 (SNA) 

사회 관계망 분석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구조와 특징을 알고 
상호작용의 규칙성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다 [김은영, 2012, 김병석, 2011] 

SNS 기반 비형식 학습 공간으로서 직접 제작한 ‘필통넷’ 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는 노드(node),  
링크(link), 밀도(density), 연결정도(degree) 이다. 여기서 노드는 대화 참여 
인원이고, 링크는 참여인원 사이의 대화의 횟수이다. 상호작용 밀도는 집단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전체 참여자 간 생성 가능한 대화 수 대비 실제 
대화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 밀도는 0.025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필통넷 참여자 1 명이 평균 0.25 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간 연결정도는 한 참여자가 연결되어 있는 이웃 참여자 수, 
즉 링크의 수를 의미한다. 필통넷에서 참여자 1 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웃참여자의 수는 평균 3.834명이었다.  

또한, 참여자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지표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사이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이었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연결중심성에는 내향연결중심성과 외향연결중심성이 있으며, 이는 대화를 
수신정도와 발신정도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근접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의 
평균 거리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사이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흐름이 
많은 위치에 있는 정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위세중심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따라 계산한다[김은영, 2012] 

 

2-4. 발화 시간, 주제 연관 단어를 통한 주제 검출 및 추적 도구 제작 

자연어처리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일련의 문서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개별 주제의 이야기 흐름을 추적하는 Topic Detection and Tracking 
분야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웹 페이지나 뉴스 같은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문서들의 주제를 찾고 관련 문서의 주제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한다. 
이를 통해 Flickr, YouTube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벤트를 찾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서의 단어들로부터 추정되는 문서의 주제에 기반한 방법이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같은 짧은 문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제를 
추정하기 위한 단어가 많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여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현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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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 불완전하며 알고리즘의 수행을 위해 실제와는 
동떨어진 불완전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 가정은 하나의 대화는 하나의 
주제만을 포함한다. 대화 내 시간 간격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와 같은 
것들이다.  

휴대폰 메시지의 주제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추적하기 위한 다른 
연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거의 모든 연구가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라는 사전 주제 단어 목록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제 
단어 목록으로는 NPS Chat Corpus 라는 2006 년에 처음 수집되고 2008 년에 
보완된 IRC 에 기반한 단어 목록과, 교과서에 기초하고 있다. [Durham, 2009] 
2moro (Tomorrow), 2nite (Tonight) 와 같은 chat 에서 주로 쓰이는 약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Adams, et al 2010] 실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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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개념  정의  

제  1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MIM 사용자의 그룹 대화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MIM 
매개 그룹 대화 로그를 수준별로 분석하여 MIM 매개 대화의 과정과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MIM 사용자의 그룹 대화 사용 비율 및 특징 확인 

<연구문제 1-1> 에서는 MIM 사용자들의 그룹 대화 사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로 사용하는 MIM 의 종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각 MIM 에서 지우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전체 대화방의 갯수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있는 대화방 중에서 3 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룹 대화방의 갯수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1-2> 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 양상을 최근 10 개 대화로 한정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 일지를 기반으로 그룹 대화방의 속성을 확인한다. 
우선 최근 10 개 대화방 중에서 그룹 대화방의 갯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룹 대화방의 참여자 수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MIM 매개 대화의 수준별 분석 

<연구문제 2> 에서는 다음과 같이 MIM 그룹 대화 로그를 수준별로 
분석한다. 

1) MIM 매개 대화의 그룹 수준 분석 

그룹 수준 분석에서는 대화방을 샘플링한 구간인 그룹 내에서 각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분석한다. 우선 분석 대상인 그룹의 
갯수와 각 그룹의 참여자 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 
비율을 계산하여, 그룹 내에서 참여자 사이에 발화량 분포를 확인한다. 또한, 
그룹 내 2 인 연속 발화 비율을 계산하여, 3 인 이상이 참여한 그룹 내에서 
나머지 참여자가 소외된 채로 2 인만 대화를 이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 비율을 기준으로 참여자간 
발화비율에 균형 잡힌 그룹과 치우친 그룹을 구분하고, 분석 대상 그룹의 
유형을 나누어, 분석 대상 그룹의 참여자간 발화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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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M 매개 대화의 주제 뭉치 수준 분석 

주제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MIM 매개 대화에 대해 수행 유형 
주제 뭉치와 친교 유형 주제 뭉치로 구분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유형 주제 뭉치의 갯수를 세고, 각 유형 주제 
뭉치의 평균 발화 횟수, 평균 유지 시간, 평균 발화 간격 등을 계산하여, 주제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그룹 내 친교 관련 발화의 
비율에 따른 발화량 분포를 확인하여, 발화량 기준으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친교 관련 발화 비율에 
따라 그룹과 사용자의 유형을 나누어, 그룹과 사용자 수준에서 대화 주제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MIM 매개 대화의 시간 뭉치 수준 분석 

시간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MIM 매개 대화에 대해 발화 간격이 
5 분을 초과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의한 시간 뭉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구분한 모든 시간 뭉치의 갯수를 세고, 시간 
뭉치 유지 시간을 기준으로 분포를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24 시간을 한시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시간 뭉치에 해당하는 발화의 분포를 확인하여 
하루 중 MIM 사용이 활발한 시간대와 그 변화를 보았다. 그리고, 24 시 기준 
각 구간에서 평균 발화 간격을 계산하여 하루 중 다른 발화에 대한 응답성의 
변화 양상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후 8 시 정각을 기준으로 주간 발화와 야간 
발화를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주간 발화 비율을 계산하고, 그룹과 사용자의 
유형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그룹과 사용자 수준에서 시간 뭉치 분포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MIM 매개 대화의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 분석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MIM 매개 대화 중 각 단위 
발화의 분포와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총 발화 횟수와 그룹별 
발화 횟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반 텍스트 유형에 대해 발화 길이에 따른 
분포를 확인했다. 그리고 발화 형식에 따른 비율과 발화 형식간 전환 확률도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발화 형식 비율을 기준으로 그룹과 사용자의 유형을 
나누어 그룹과 사용자 수준에서 선호되는 발화 형식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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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1. 대화  분석  수준  및  정의  

이 연구는 발화 시각 기준으로 Sampling 한 MIM 매개 그룹 대화를 그룹, 
주제 뭉치, 시간 뭉치, 그리고 단위 발화 텍스트의 4 개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그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의 정의 

그룹은 발화자 중 서로 다른 대화 참여자의 집합을 의미한다. 예제의 
Sampled 그룹 대화에서 그룹은 [P0, P1, P2, P3, P4] 이다. 그룹 수준의 
분석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각 참여자의 수, 참여자의 발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그림  6> Sampling 후의 MIM 매개 그룹 대화 

<그림  7> 그룹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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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뭉치의 정의 

주제 뭉치는 발화 텍스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의 대화 주제에 대한 단위 
발화들의 집합이다. MIM 과 같은 CMC 환경에서는 대화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대화 참여자는 다양한 맥락적 
힌트로 인해 대화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 [Berglund, 2009] 하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단일 주제에 대한 발화 묶음인 주제 뭉치를 사용하여 
대화를 묶었을 때 주제 뭉치 사이에 겹침 현상이 발생한다. 주제 뭉치 수준의 
분석에서는 이렇게 묶은 주제 뭉치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8> 주제 뭉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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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뭉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시간 뭉치는 Sampling 된 MIM 매개 그룹 대화에 대해서 기준 
시간 (5 분)을 초과하는 간격 길이를 갖는 발화 간격을 기준으로 구분한 각 
단위를 의미한다. 예제의 Sampled 그룹 대화에서 나뉘어진 시간 뭉치의 갯수는 
총 4 개이다. 시간 뭉치 수준의 분석에서는 이렇게 묶인 시간 뭉치의 갯수와 
시간 뭉치를 구성하는 각 발화의 발화 시각, 발화 간격 등 시간 특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4) 단위 발화 텍스트의 정의 

단위 발화 텍스트는 MIM 매개 그룹 대화에서 발화 시각, 발화자, 발화 
텍스트의 형식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단위를 의미한다. 이중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에서는 발화 텍스트의 유형과 길이와 관련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9> 시간 뭉치의 정의 

<그림  10> 단위 발화 텍스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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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뭉치  내용  유형의  분류  

MIM 매개 그룹 대화를 코딩할 때 기준으로 삼은 주제 뭉치 내용 유형은 
기존의 그룹 활동에 대한 분류, 메신저 사용 행동 분류를 기초로 정의하였다. 

 

1) 기존 연구에서 그룹 활동의 국면에 대한 분류 

Tuckman 의 그룹 발달의 4 가지 단계에 근거해서 가상 학습 그룹의 그룹 
활동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그룹 활동에서는 다음의 4 가지 단계가 순환해서 
관찰된다고 했다. [Johnson, 2002] 

 

<표  5> 그룹 발달의 4가지 단계 

그룹 활동 단계 설명 

Forming 팀 구성 단계, 사회적 교류, 목표 설정, 역할 분담 

Norming 팀 규칙을 정하고 적용하는 단계 

Performing 목표를 향해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 

Conflict Resolution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Martins 등은 Team process 를 planning process, action process (대화와 참여), 
interpersonal process (분쟁, 거리낌없는 행동, 믿음, 그룹의 화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Gibbs, 2008 에서 재인용]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상 팀 
활동을 바라보고자 했던 연구에서는 팀 활동의 주요 요소는 믿음, 갈등 관리, 
리더쉽, 정보 공유, 정체성이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이를 
구성해나간다고 주장했다. [Gibbs, 2008] 

 

2) 그룹 활동 기록을 분류하고 코딩한 기존 연구의 기준 

다양한 속성을 갖는 과업을 면대면 상황과 CMC 매개 상황에서 제시하고 
과업 수행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효율 측정을 위해 과업 수행 중 발화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코딩했다. [González-‐Ibáñe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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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화 내용 유형 

발화 유형 설명 

Task Coorrdination 어떻게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 결정하기 위한 발화 

Task Content 과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발화 

Task Social 과업 그룹의 과업 수행과 노력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두는 발화 

Non-Task Related 과업과 상관 없는 사교적 목적의 발화 

Non-Codable ‘무슨 일이야?’ 같이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발화 

컴퓨터를 활용한 공동 학습 환경에서 과업 수행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으로 분류했다. [김수현, 2010] 

<표  7> 커뮤니케이션 내용 유형 

발화 유형 설명 

과제 
관련 

과제 중심 토론 과제 내용과 직접 관련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발화 

그룹 조정 활동 과제 해결 과정과 규칙에 대한 발화 

사회적 촉진 과제 관련 행위에 대한 평가 관련 발화 

과제 
비관련 

과제 비관련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적 유대감을 쌓기 위한 발화 

사회적 촉진 서로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상적 발화 (파이팅 등)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발화 

웹 게시판을 이용한 공동 학습 환경에서 과업 수행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석했다. [노명완, et al, 2008] [김수현, 
2010] 

<표  8> 학습자의 반응 유형 

반응 유형 설명 

정보전달 개인적인 정보, 텍스트 관련 담화 

반응 앞선 진술의 세부정보, 형식에 초점을 두고 반응 

질문 개인적 정보관련 질문, 텍스트 관련 질문 

지시 앞선 내용을 평가하고 수정을 요구 

기타 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반응 

위의 그룹 활동 분류를 보면 모두 과업 관련 활동을 우선하여 분석했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고 기타, 혹은 Non-
Codable 로 처리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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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SNS 에서 사용자들의 비형식 학습 활동 
관찰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비형식 학습 내용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김은영, 2012] 

<표  9> 비형식 학습 내용 유형 

활동 유형 설명 

정보 나누기 공식적인 학습자원들을 전달받아 전파 

성찰 나누기 개인의 다짐, 고민, 비평 

하루 나누기 나에게 있었던 일, 주변인물과 있었던 일, 주변의 사물과 있었던 일을 나누기 

관계 나누기 축하, 환성, 환영, 안부, 격려, 감사 등을 나눈 유형 

이 분류에서는 과업 관련 활동 보다는 비 과업 관련 활동에 대한 분류를 더 
세분화 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타 등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메신저 사용 행동 분류 

여러 나라에 걸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IM 을 활용하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을 관찰한 연구 [Dittrich, 2011] 에서는 메신저 활동의 국면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표  10> 메신저 활동의 국면 

활동 유형 설명 
Coordinational Dimension 과업 할당, 조절, 협상 과정 

Collaboration Dimension 과업 해결, 수행 과정 

Awareness Dimension 과업 완료 후 알림 과정 

Socialization Dimension 팀 빌딩, 동기부여, 관계형성, 감정교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차원의 대화가 작업 진행에 긴밀히 엮여서 
수행된다고 보고했다. 

 

사업장에서 IM 의 사용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메신저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Ch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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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메신저 사용 목적 

메신저 사용 목적 

1. Availability check : 메신저 대화 가능 여부 확인 

2. Follow-up : 이전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내용에 이어 이야기 하기 

3. Face-to-face meeting coordination : 공식적 면대면 만남 약속 조정 

4. Informal meeting coordination : 비공식적 면대면 만남 약속 조정 

5. Leave memo : 대화 가능 여부 확인 않고, 메모 남기기 

6. Media switch : 대화 중에 소통 수단 변경 

7. Third party call : 대화 상대에게 제 3 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연락 가능 여부 확인 

8. Announcement : 여러 메신저 상대에게 한번에 알리기 

9. Phone call arrangement : 대화 상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전화하기 

10. Information sharing : 과업 관련 정보 공유 

11. Discussion : 과업 관련 논의 

12. Document transfer : 문서 전송 

13. Quick Q/A : 간단한 질문/대답 

14. Simple request : 간단한 요청 

15. Problem solving : 심도 있는 문제 논의, 해결 

16. Socializing :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 

17. Others : 기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선별하여 그룹 
활동의 주제 유형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코딩을 수행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2> 본 연구의 주제 유형 

주제 유형 예시 

공적/전문적 내용 
정보, 교육 

공식적인 정보 전파 

수행적 내용 질문, 논의, 설득, 과업 수행, 오프모임 

사적/일상적 내용 
성찰, 일상, 오락, 농담, 주변 사건,  
내 생각, 평가, 근황 질문/공유 

관계적 내용 축하, 환성, 환영, 안부, 격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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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  발화  텍스트  유형의  분류  

이 연구에서 단위 발화 텍스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13> 단위 발화 텍스트 유형 

유형 예시 

일반 텍스트 이하 어떤 형식에도 포함되지 않는 텍스트 발화 

스티커 MIM 대화 로그에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라인은 [스티커] 를 포함하여 
출력이 되는 발화 

이모티콘 MIM 에서 지원하는 그래픽 이모티콘, Emoji 

사진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연락처 전달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발화 

API Message Third-party application 의 API 호출에 의해 생성되는 발화 

Application 
Message 

MIM 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발화 

Application 
Command 

대화방봇에게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기 위해 입력하는 발화 

초대 참여자의 입장, 탈퇴에 의해 생성되는 발화 

Web Link https://, http:// 등으로 시작하는 웹 페이지 주소를 포함하는 발화 

 

이중 Application Command 는 카카오톡에서만 발견되며, 공식적으로 허용된 
어플리케이션 형태는 아니지만, 2013 년 4 월 10 일부터 4 월 15 일 사이에 
원배봇_1 (thebot1) 이라는 ID 로 활동했던 로봇 사용자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형식이다. 사용자는 원배봇과 함께 끝말잇기, 타자게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원배봇 트위터, 2013/04] Application Command 는 ‘!’+명령어 의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원배봇이 활동을 종료한 4/15일 이후에도 ‘!나가’, ‘!도움’ 
등과 같이 다른 참여자에게 농담처럼 명령하는 듯한 유희적 표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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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실험  

본 연구에서 실험은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1. 대화  기록  시각화  도구를  사용한  대화  기록  수집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의 최근 그룹 대화 기록을 모두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개인 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꺼려하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되고 익명화된 그룹 대화 기록 
수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자동 그룹 대화 기록 수집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형태로 
5 억개의 실제 메시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성공한 텍스트앳 서비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TEXTAT 공식 블로그] 자동화된 대화 기록 수집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룹 대화 기록의 형식을 알고, 그 형식을 처리할 수 있는 
Parser 를 제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형식의 대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대화 분석 시각화 도구를 제작하여 사전 실험을 수행했다.  

대화 분석 시각화 도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수집될 대화의 내용이나 
구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기존에 성공적으로 대화 행동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시도했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시각화 도구를 작성했다. 
[Boyd, 2002] 

대화 분석 시각화 도구를 작성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익명의 
실험 참여자가 손쉽게 실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MIM 
에서 제공하는 대화 기능 이메일로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대화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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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동 대화 수집 시스템 구조 및 동작 

순서 

<그림  12> 자동 대화 수집 시스템의 이메일 답장 

예시 

<그림  13> 대화 참여 그래프 실행 예시 



 

35 

대화 참여 그래프는 대화빈도와 참여자 사이의 응답 간격을 통해 대화를 
주도하는 참여자와 그에 잘 호응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한 대화 수집 시스템을 통해 총 117 개의 대화 기록을 
수집했다. 수집된 대화 로그 중에서 카카오톡 대화 로그는 106 개, 라인 대화 
로그는 11 개 였다. 각 로그는 실험 참여자 스마트폰의 언어설정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른 형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카카오톡과 라인의 대화 
로그의 형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형식의 로그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Parser 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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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및  일지  파일럿  실험  

설문은 실험 참여자 구분을 위한 인구 통계 문항과 현재 사용중인 MIM 의 
종류 및 유지하고 있는 대화방의 개수 등을 묻도록 설계되었다. 그 중 MIM 
의 종류와 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파일럿 설문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파일럿 실험에서는 국내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KakaoTalk, 
LINE, 마이피플 등 세 개의 MIM 에 전세계 MIM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WhatsApp, Facebook Messenger 를 추가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Techcrunch, 2012] 

 

이후 파일럿 설문 과정에서 응답된 Joyn (통신사에서 출시한 RCS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Viber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VoIP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 
이후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전송 기능을 추가하여 MIM 과 기능적으로 
동일해졌다.), Skype (2003 년출시된 VoIP 어플리케이션, Microsoft 에 
매각되었으며, 2011 년 1 월 iPhone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다.) 등을 설문에 
추가하고 본 실험에서 사용했다. 

 

 

 

 

 

 

<그림  14> MIM 종류 파일럿 설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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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 대화방의 속성을 묻는 일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4> 최근 10개 대화방의 속성 관련 질문 

질문 설명 

참여인원 1:1 대화인 경우 2명, 그룹 대화인 경우 참여자 수 

알람 새로운 대화가 도착했을 때 푸시 알람 설정 여부 

마지막 대화시각 마지막으로 대화가 있었던 시각 

대화기간 개월 단위로 추정한 대화방 유지 기간 

대화방 구성원 속성 대화방 참여자와의 관계 

대화방 개설 목적 대화방을 만든 이유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들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들 

이중 대화방 구성원, 개설 목적, 벌어진 사건 등은 기억을 돕고, 일지 작성을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 복수 응답이 가능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이 
예시 또한 파일럿 설문 과정에서 수집한 사례들로 구성했다.  

 

 

 

 

위 설문은, 파일럿 설문 구성 단계에서 주변인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채팅방 구성원 유형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이후 설문을 거치면서 이전 
소속 조직, 가족 등이 추가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이 외에도 고객, 광고, 교회 
등의 응답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그림  15> 파일럿 설문 초기 대화 방 구성원 속성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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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문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 그룹 활동 유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후 파일럿 설문의 응답에서 6 번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독립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모두 다른 항목의 복수 응답으로서 
응답되어, 흡수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하고, 제외했다.  

 

 

<그림  16> 파일럿 설문 초기 대화방 개설 목적 관련 질문 

<그림  17> 파일럿 설문 초기 대화방 발생 사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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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문은 Hollingshead and O`Conner 가 과업 종류에 따른 면대면 과업 
수행과 CMC 매개 과업 수행을 비교하기 위해 속성에 따라 과업을 분류한 
Task Circumplex와 사업장에서 메신저 사용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했다. [Hollingshead, 1993] Task Circumplex 에서는 과업의 종류를 크게 
브레인스토밍 (Generating ideas & plans), 정답 찾기 (Choosing correct answer), 
적당한 답 찾기 (Choosing preferred answer), 의견 차이 좁히기 (negotiating 
conflicts of interests)로 나눈다. Hollingshead and O`Conner 는 이중 브레인스토밍 
과업이 CMC 환경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Hollingshead, 1993] 여기에 
메신저 사용 행동 중 사회적 교류, 모두에게 알리기, 대화 채널 바꾸기 등을 
추가하여 위의 7 개 사건 유형에 대해 파일럿 설문을 수행했다. 설문 과정에서 
유형 이름은 어색하나, 예시를 보고는 손쉽게 사건 유형을 이해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최종 설문지에도 사건 유형의 예시를 추가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  18> 최종 설문에 기입된 사건 유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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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실험  표집  

실험은 MIM 사용자의 일반적인 MIM 매개 그룹 활동 유형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령별로 MIM 사용 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은, 
2004] 표집을 연령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MIM 중 가장 
많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톡의 연령별 사용량을 조사한 자료 [닐슨, 
2012] 에 기초하여, 표집의 연령별 비율 (10 대:20 대:30 대=1:2:2)을 결정하였다. 
연령별 성별 비율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각 연령에서 성별 비율은 동등하게 
1:1 로 정하였다. 그리고, 각 Slot 에서 모집할 최소 인원은 Jakob Nielsen 의 
연구를 참고하여 5명으로 결정하였다. [Nielsen, 1993] 본 연구는 잠재적인 전체 
MIM 사용 유형을 일종의 사용성 문제로 보았다. 단일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MIM 사용 유형을 사용성 평가를 통한 문제의 발견이라고 
정의하고, 연령별/성별 각 Slot 의 5 명에 대한 MIM 사용 조사를 통해 전체 
MIM 사용 유형 중 80%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성별/연령별 MIM 사용 유형의 80% 수준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는 
최소 표집 인원은 <표 15>와 같다. 총 50 명의 인원을 최소 표집 인원으로 
정하였다. 

 

<표  15> 계획한 최소 표집 인원 

연령 남자 여자 

10대 5명 5명 

20대 10명 10명 

30대 1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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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실험  진행  

실험은 온라인 설문, 일지 작성, 대화기록 수집의 순서로 구성했다. 

온라인 설문은 구글 문서와 구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자동화된 설문지 생성 및 공유를 통해 즉각적인 실험 참여자 현황 확인이 
가능했으며, 실험 참여 과정에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설문을 마친 참여자에게는 설문에서 응답한 가장 즐겨쓰는 MIM 을 열고, 
최근 10 개 대화방을 대상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일지를 작성하게 했다. 
일지에서 참여자가 기록한 문항은 각 대화방의 참여인원, 알람 On/Off, 마지막 
대화시각, 대략의 대화기간, 대화방 개설여부 등과 대화방 구성원 특성, 대화방 
구성원과 오프모임 정도, 대화방 개설목적, 대화방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했다.  

일지 작성을 마친 참여자는 설문에서 응답한 대화방 중에서 3 인 이상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의 대화 기록을 모두 전송하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 
개인정보공개 우려, 회사기밀공개 우려 등으로 실험 참여를 중단한 참여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화기록 익명화 
도구를 제작하여 실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림  19> 온라인 설문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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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용자가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화 도구를 제작했다. 이 도구는 대화 참여자의 이름을 P1, P2 등으로 
치환하고, 민감한 숫자 정보를 #로 치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익명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실험 
참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익명화 이후에 실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0> 대화 기록 익명화 도구의 제공 



 

43 

제  2 절  데이터  분석  

1. 실험  참여  과정  분석  

실험 참여 각 단계별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6> 실험 참여 각 단계별 참여자 수와 이탈율 

실험 단계 참여자 이탈자 이탈율 

실험 동의 462회 n/a n/a 

설문지 생성 138명 324회 70.1% 

설문 작성 109명 31명 22.5% 

설문 제출 72명 37명 32.7% 

그룹 대화 기록 전수 제출 57명 15명 20.8% 

 

실험 동의 후 설문지 생성 과정에서 이탈율이 높은 것은 온라인 실험의 
특성상 실험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여러번 동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email 을 통해 전달되는 복수개의 설문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작성을 시작했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실험 참여자가 설문 지문을 이해하고 실험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제출 이후 그룹 대화 기록 전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탈 유형은 
대화 기록 확인후 개인정보공개우려로 참여 포기, 일부 기록만 제출 후 연락 
두절 등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탈율이 낮은 것은 실험 소개 과정에서 대화 
기록 제출을 명시하였기에 사전에 필터링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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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작성자 중 설문 완성 여부, 그룹 대화 기록 제출 정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7> 설문 작성자 중 중도 포기자의 비율 

 
대화 전수 제출 대화 일부 제출 대화 제출 안함 대화 제출율 

설문 완성 57 명 9 명 6 명 92% 

설문 미완성 n/a 11 명 26 명 30% 

 

설문을 완성한 경우 대화 제출율은 92% 였으며, 설문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대화 제출율은 30%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설문을 작성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참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화 제출자 중 익명화 도구 사용자 총 13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8> 익명화 도구 사용자 분포 

 
대화 전수 제출 대화 일부 제출 

설문 완성 8명 3명 

설문 미완성 n/a 2명 

 

대화 전수 제출자중 익명화 도구 사용자의 비율은 8 / 56 = 14(%) 이다. 이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큰 비율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참여자만 실험에 참여하는 등 표본의 편중화를 방지하고, 실험 참여자에게 
대화 기록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대화 일부 
제출자 중에서 익명화 결과를 보고 나서 충분히 익명화가 되지 않음을 지적한 
사례나, 익명화 도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익명화 도구가 완벽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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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분석  

실험 참여자 총 57명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9> 실험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남자 여자 

10대 7명 5명 

20대 10명 11명 

30대 10명 14명 

본 실험은 MIM 그룹 대화 사용 유형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때문에 앞에서 목표 수집율에 도달하기 위해 정의한 Slot 별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할당 추출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최소 인원에 
맞추어 해당 Slot 의 참여자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소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실험 참여자의 직업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0> 실험 참여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 인원 

학생 34 

직장 17 

주부 4 

무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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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  기록  분석  

본 실험 과정에서 수집한 그룹 대화 기록은 158 개이며, 단위 텍스트 
기준으로 850986회에 달하는 양이었다.  

1) 날짜 기준 샘플링 

수집된 대화 기록에서 대화가 기록된 시점은 2012/5/21 부터 2013/6/9 까지 
다양했다. 스마트폰 보급율, MIM 이 지원하는 기능 등 대화 내용을 제외한 
주변 맥락적 변인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대화 기록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대화 기록 코딩 대상을 정하기 위해 대화 기록일을 기준으로 샘플링을 
수행했다.  

 

 

샘플링의 기준이 되는 대화 기록일을 판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화 기록일 
기준 발화수와 대화가 있었던 대화방의 총합을 2013/6/9 부터 2012/5/21 까지 
구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대화방 (81 개 대화방) 에서 대화가 기록된 
2013/5/29 를 기준일로 삼았다. 그리고 이 날을 기준으로 3 일을 더해 총 
7 일간의 대화 기록을 코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서 추출된 자료의 발화 
구간은 2013/05/25 0:00:00 에서부터 2013/05/31 23:59:59 에 이르며, 해당 
구간에서 수집된 총 발화수는 46999 회에 이른다. 이는 수집한 전체 발화수인 
850986 회의 5.5%에 달하는 양이다. 코딩의 대상이 된 대화방들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표  21> 샘플링된 대화방과 그 방들을 기준으로 한 참여인원의 수 

 

실험을 통해 수집한 총 수 샘플링 된 수 

대화방 158개 136개 

참여인원 57명 46명 

 
 
 

<그림  21> 대화 기록일 기준 발화 수와 대화가 있었던 대화방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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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샘플링 된 참여인원의 성별/연령별 분포 

 
남성 여성 

10대 7명 5명 

20대 10명 10명 

30대 8명 6명 

 

2) 주제 전환 시점 표기 

본 연구에서는 주제 뭉치 수준 분석을 위해 MIM 매개 그룹 대화 기록을 
주제에 따른 독립된 대화 뭉치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MIM 매개 
그룹 대화 기록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참여자가 동시에 발화할 수 
있는 기록이며, 많은 경우 여러 주제에 대한 대화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구성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 주제가 비선형적으로 섞인 대화 기록이 생성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선형적인 turn-taking 을 하지 못하고, 동시적으로 주제를 
적용해야 하는 CMC 의 불변적 속성 [Cherny, 1999]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주제가 섞여있는 상태로는 의도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MIM 매개 그룹 대화 기록을 재구성했다.  

 

 

 

첫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그룹 대화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서, 
주제 전환 시점을 표시하여 그룹 대화 기록을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련의 
대화 묶음으로 재구성했다. 

<그림  22> 그룹 대화 기록 코딩 단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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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주제 전환 시점 표기의 예시다. 대화 기록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대화 주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1’로 주제 전환 시점을 표기했다. 
주제 전환 시점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코딩 단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관 주제에 대한 발화를 ‘2’, ‘3’ 등으로 묶어서 표기했다. 이러한 
주제 전환 시점 표기를 통해 8056 개 대화 묶음을 구분했다. 

<그림  23> 주제 전환 시점 표기를 통한 대화 묶음 생성 개념도 

<그림  24> 주제 전환 시점 

표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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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묶음 및 코딩 

다음 단계는 각각의 주제 관련 대화들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그룹 
활동인지, 그와 관련이 적은 비 그룹 활동인지를 나누고, 그룹 활동의 
경우에는 그룹 활동을 통해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 묶어주었다. 

 

 

 

 

 

위 그림은 주제 묶음 및 코딩의 예이다. 대화방 구성원 중 1 인의 생일 축하 
관련 발화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군가는 대화방에서 나가고, 누군가는 
발화한 사람 중에 1 인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고, 누군가는 술집 이벤트를 
보고 전달하고 있다. 이중 생일 축하 관련 발화는 대화방 구성원들의 그룹 
정체성과 서로의 관계를 증진하는 그룹 활동이지만, 다른 대화들은 그룹 
활동과 큰 관련이 없다. 이에 비 그룹 활동으로 두번째 열에 ‘2’를 표기하여 
제외했다. 그리고 첫번째 열에 ‘1’ 의 표기는 그 부분부터 새로운 그룹 활동 
(생일 축하를 위한) 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이 표기한 후, Python 
Script를 사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그룹 활동을 자동으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그룹 활동으로 구분된 대화 묶음의 수는 3805 개 였으며, 비 
그룹 활동으로 구분된 대화 묶음의 수는 4251개 였다.  

<그림  25> 주제 묶음 및 코딩 개념도 

<그림  26> 주제 묶음 및 코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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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뭉치 유형 코딩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구분된 각 활동에 대해서 주제 뭉치 유형을 
코딩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구성한 공적, 수행적, 사적, 관계적 주제 
유형에 기반하여 코딩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리된 각 주제 유형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3> 공적 대화 뭉치 유형의 세부 유형 

세부 유형 정보전달 정보확인 행동요청 과업수행 
예시 알림 질문 요청 과업논의 

공지 과업진행 
전달 수행후 알림 
공유 

<표  24> 수행적 대화뭉치 유형 

세부 
유형 

상호 
논의 

일방 
전달 

질문 행동 
요청 

과업 의견 
수집 

매체 
전환 

분쟁 

예시 논의 제안 질문 요청 할당 수집 매체 다툼 
투표 알림 확인 호출 조정 추천 전달 불만 

공유 재촉 수행 
부탁 이동 

<표  25> 사적 주제 뭉치 유형 

세부 
유형 

나의 
근황 
알림 

나의 
생각 
알림 

대화방안 
상대의 

근황 질문 

대화방안 
상대의 
생각 질문 

대화방밖  
3 자의 

근황 알림 

내 
주변 
사건 
알림 

내 
주변 
사건 
질문 

내 
주변 
정보 
알림 

주제 
이탈 

예시  불평       농담 
평가 딴소리 
비난 
동감 

<표  26> 관계적 대화뭉치 유형 

세부유형 긍정적 부정적 대화방 관련 
예시 인사 부탁 초대 

잘자 사과 방선택 실수 
축하 의심 

기도할께 안타까움 
격려 걱정 
축복 잊지마 
감사 
수고 
애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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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더간  신뢰도의  한계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코딩은 연구자 본인 1 인이 수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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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지표의  계산  

5-1. 2인  연속  발화  비율  

2 인 연속 발화 비율은 MIM 매개 대화 진행 중 참여자중 2 인만 대화를 
이어가는 구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림 27> 과 같이 우선 참여자 이름과 참여횟수를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2 인 연속 발화 Checker 를 준비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대화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다음으로 대화를 탐색해나가면서 참여자 이름과, 해당 참여자의 참여 횟수를 
누적해나간다. 

<그림  27> 2인 연속 발화 비율 계산 단계 1 

<그림  28> 2인 연속 발화 비율 계산 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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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중에 Checker 가 저장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참여자가 발견되면 가장 
오래 전에 발견되었던 참여자를 지우고, 새로운 참여자의 이름과 참여 횟수를 
기록한다. 기존에 누적된 연속 발화 횟수는 Player2 가 1 회, Player3 이 
1회로서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간은 무시한다. 

 

 

 

 

탐색 중에 새로운 참여자가 발견되면, 그 동안 누적된 대화의 상태를 
확인한다. Player3 이 4 회, Player1 이 3 회 발화했으므로,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하고, 그룹의 2 인 연속 발화 구간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탐색을 그룹의 마지막 발화까지 진행하여 저장된 2 인 연속 발화 구간의 총 
길이를 그룹의 전체 발화 횟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그룹의 2 인 연속 발화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29> 2인 연속 발화 비율 계산 단계 3 

<그림  30> 2인 연속 발화 비율 계산 단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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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MIM 사용자의  그룹  대화  사용  비율  및  특징  

1. MIM 사용자의  그룹  대화  사용  비율  

1-1. [연구문제 1-1-1] : 사용중인 MIM 의 종류 

[연구문제 1-1-1]은 “MIM 사용자들이 사용중인 MIM 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사용중인 MIM 의 종류는 설문 응답 시점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MIM 을 의미한다. 이를 알기 위해 설문 
응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1> 과 같다.  

 

 

위 <그림 31> 와 같이, 

1) 카카오톡은 실험 참여자 57명 전원이 사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2)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얻은 MIM 은 Facebook Messenger (16 명, 28%) 
였다.  

3) 그 뒤로 LINE (10 명, 18%), Skype (5 명, 9%), 마이피플 (4 명, 7%) 등의 
응답을 받았다. 

<그림  31> 현재 사용중인 MIM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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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카카오톡과 라인과 마이피플 등의 국내 MIM 에 대한 사용율은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 이용 행태를 조사한 기존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Facebook Messenger, Skype, Google Talk, Viber 등의 해외 MIM 에 대한 사용율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Facebook Messenger 의 
사용율이 카카오톡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사용중인 MIM 으로 응답되었다는 
점은 메신저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해외 MIM 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본부, 2013/05] 

2) 또한, 기타 응답에 의해 Skype, TicTok, Between, Google Talk, Viber 등의 
다양한 MIM 이 추가로 응답되었음에도, MSN 모바일 메신저나, 네이트온 
모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응답이 수집되지 않은 결과는 사용자들이 기존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던 인스턴트 메신저의 모바일 확장 버전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네이티브 서비스와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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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1-1-2] : 평균 대화방의 갯수 

[연구문제 1-1-2]는 “사용중인 MIM 에 저장된 대화방의 갯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저장된 대화방의 갯수는 설문 응답 시점에 MIM 의 
대화 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대화방의 수를 의미한다. 이를 알기 위해 
설문 응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 과 같다. 

 

위 <그림 32> 와 같이 

1)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응답 시점에 저장하고 있던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62.7 개이다. 이 대화방 갯수의 최대값은 227 개, 
최소값은 1개, 그리고 표준 편차는 59.0 이다. 

2) Facebook Messenger 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던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23.6 개이다. 대화방 갯수의 최대값은 81 개, 최소값은 
0개, 그리고 표준 편차는 25.7 이다. 

3) LINE 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던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3.5 개이다. 대화방 갯수의 최대값은 9 개, 최소값은 0 개, 표준 편차는 
2.9 이다. 

4) Skype 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던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3.6 개이다. 대화방 갯수의 최대값은 9 개, 최소값은 1 개, 표준 편차는 
3.1 이다. 

<그림  32> MIM 종류에 따른 대화방 개수 평균과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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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피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던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3.3 개이다. 대화방 갯수의 최대값은 5 개, 최소값은 2 개, 표준 
편차는 1.3 이다. 

6) TikTok, Between, Google Talk, Viber 각각은 1명만 응답하여 최대/최소/표준 
편차 등의 값은 없으며 각각 [5 개, 1 개, 2 개, 0 개] 의 대화방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1) 카카오톡과 Facebook Messenger 의 MIM 설치율과 대화방 갯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설치율은 Facebook Messenger 가 카카오톡의 0.28, 사용율은 0.37 
이다. 대화방 갯수의 비율은 설치율에 비해 더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acebook 의 사용 등의 별개의 요인이 Facebook Messenger 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2) 카카오톡과 LINE, Skype, 마이피플의 설치율, 대화방 갯수 평균을 
비교하면, LINE, Skype, 마이피플 대비 카카오톡의 설치율의 평균은 10.45 배인 
반면,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18.11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MIM 설치율에 
비해 카카오톡의 대화방 갯수가 두배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8 

1-3. [연구문제 1-1-3] : 그룹 대화방의 갯수와 비율 

[연구문제 1-1-3]은 “저장된 대화방 중 그룹 대화방의 갯수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그룹 대화방은 3 인 이상의 참가자로 구성된 방을 의미한다. 이를 
알기 위해 설문 응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3> 과 같다.  

 

 

위 <그림 33> 와 같이, 

1) 카카오톡의 그룹 대화방 갯수 평균은 12.5 개, 전체 대화방 수 대비 
20%가 그룹 대화방이었다. 

2) Facebook Messenger 의 경우 그룹 대화방 갯수 평균은 0.5 개, 전체 대화방 
수 대비 2%가 그룹 대화방이었다. 

3) LINE 은 0.3 개 (9%), Skype 는 0.8 개 (22%), 마이피플은 0.25 개 (8%)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 카카오톡 위주의 MIM 사용 경향을 볼 때 저장하고 있는 전체 대화방 중 
약 20%는 3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 대화방임을 의미한다. 

2) Facebook Messenger 의 그룹 대화방 비율은 카카오톡의 1/10 정도이다. 
이는 Facebook Messenger 는 1:1 대화 위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 각 MIM 의 그룹 대화방 개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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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에서  최근  10개  대화의  특징  

2-1. [연구문제 1-2-1] :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과 그룹 대화방의 비율 

[연구문제 1-2-1]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에서 최근 10 개 대화 중 그룹 
대화방의 갯수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은 [연구문제 1-1] 에서 설문을 통해 응답받은 MIM 중 가장 많은 수의 
대화방을 갖고 있는 MIM 을 의미한다. 이 MIM 을 대상으로 최근 10 개 
대화에 대해 응답받은 일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4> 과 같다.  

 

 

 

위 <그림 34> 와 같이, 

1) 대부분의 사용자 (56 명) 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으로 
생각하고 일지를 작성했다. 

2) LINE 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으로 생각하는 사용자는 1명이었다. 

3) 설문에서 Facebook Messenger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1명)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4> 응답 시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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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대부분의 참여자가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Facebook Messenger 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설문에 응답한 1 명의 참여자가 일지 작성 과정에서는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은 실제로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설문과 일지 작성 후에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그룹 대화 내용을 
전송해야 실험 완료로 간주하는 실험 설계에 영향 받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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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문제 1-2-2] : 그룹 대화방의 참여자 수 

그리고, 3 인 이상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 각각의 참여자 수에 따른 분포는 
<그림 35> 와 같다.  

 

 

 

 

위 <그림 35> 와 같이, 

1) 총 158 개의 그룹 대화방의 참여자수 평균은 12.3 명이었으며, 50%인 
79번째 대화방의 참여자수는 8명이었다.  

2) 그룹 대화방 중 가장 많은 참여자를 갖고 있는 대화방은 63 명의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림  35> 일지 기준, 3인 이상 대화방 158개의 참여자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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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 개 대화에 대한 일지 응답을 통해 3 인 이상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의 갯수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6> 와 같다. 

 

 

 

위 <그림 36> 와 같이, 

1) 7명의 참여자는 그룹 대화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2) 그룹 대화방을 1 개만 갖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3 명이었으며, 2 개, 
3개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명씩이었다. 

3) 최근 10 개 대화방 중에서 8 개, 9 개의 대화방이 그룹 대화방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1명씩 있었다. 

4) 최근 10 개 대화방으로서 일지에서 응답된 대화방 538 개 중 3 명 이상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의 갯수 158 개의 비율은 0.29 이다. 이에 반해 참여자 기준 
그룹 대화방 비율의 평균은 0.28 이다. 이는 저장하고 있는 총 대화방의 수가 
10개가 되지 않는 실험 참여자가 6명 있기 때문이다.  

<그림  36> 최근 10개 대화방 중 그룹 대화방 개수에 따른 돗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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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많은 참여자가 그룹 대화를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참여자도 적지 않음 (7명, 12%)을 보여준다.  

2) 일지를 통해 수집한 최근 10개 대화방 중에서 라인 대화방 2개를 제외한 
대부분 (536 개) 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다. 참여자 기준 그룹 대화방 비율 평균 
0.28 이나, 일지 응답을 통해 받은 전체 대화방 538 개 중 그룹 대화방 
158 개의 비율 0.29 모두 설문에서 확인한 카카오톡 사용자의 그룹 대화방 
비율 20%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카카오톡 사용자의 그룹 대화방 
참여 비율이 시간이 대화방을 저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비교해서 그만큼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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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IM 매개  대화의  수준별  분석  

1. 그룹  수준  분석  

1-1. [연구문제 2-1-1] : 그룹 참여자 수 

[연구문제 2-1-1]은 “MIM 매개 대화에서 그룹의 참여자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그룹은 MIM 매개 대화에서 서로 다른 발화자 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서로 다른 발화자의 총 수를 그룹의 참여자수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 구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그룹별 참여자 수를 계산했다. 이를 위해 
MIM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대화방을 기준으로 일지에서 
응답된 참여자 수와 실제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한 대화 참여자 수 
사이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인 참여율을 계산하여 <그림 37> 과 같이 정리했다.  

 

 

 

위 <그림 37> 와 같이, 

샘플링 구간 내에 해당하는 단위 발화 텍스트가 존재하는 136 개 대화 로그 
중, 참여자의 발화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발화, [퇴장] 만 존재하는 1개의 대화 
로그는 제외하고 135개 대화 로그를 대상으로 참여율을 계산했다. 

1) 135개 그룹의 평균 참여율은 0.64 였다. 

2) 참여율이 1.0 인 그룹의 갯수는 48개 였다. 

3) 참여율이 1.0 을 넘는 그룹의 갯수도 4개 있었다.  

<그림  37>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참여자수와 일지에서 응답된 참여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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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평균 참여율은 0.64 였으며, 이는 구성원 10 명중 6 명만 대화에 참여하고, 
나머지 4 명은 대화를 지켜보기만 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알람 설정을 꺼 
두는 비율이 높은 그룹 대화방의 특성을 보면, 대화방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균 참여율은 구성원 
수가 증가할 수록 더 낮아진다.  

2)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는 158 개 대화방 중 48 개 
(30%) 정도이다. 오히려 한번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는 구성원을 초대할 때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방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현재 그룹 대화 기능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3) 참여율 이 1.0 을 넘는 것으로 계산된 그룹도 4 개 확인되었다. 이는 
샘플링 구간의 대화 이후 참여자의 변동이 있었고, 일지 작성 시점에는 한창 
활발히 대화를 하던 때 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만 남아 있는 경우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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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2-1-2] :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 비율과 2인 연속 발화 비율 

[연구문제 2-1-2]은 “MIM 매개 대화에서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 비율과 2 인 
연속 발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참여자간 발화 비율은 그룹 참여자 
사이에 발화 횟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 참여자의 발화 횟수에 전체 발화량을 
나누어 그룹 내 발화비율을 계산했다. 그리고 전체 그룹에서 발화 비율의 
평균을 내기 위해 발화 비율의 크기를 기준으로 각 값을 정렬하고, 1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 사이의 평균, 2 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 사이의 평균, ... 의 
순으로 계산했다. 그룹 내 가장 많은 참여자를 갖는 그룹은 52 명의 참여자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52 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의 평균까지 계산했다. 이를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8> 과 같다.  

 

 

위 <그림 38> 와 같이, 

1) 그룹 내에서 1 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의 발화 비율 평균은 0.39 (135 개 
그룹)이며, 2 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의 발화 비율 평균은 0.24 (134 개 
그룹)이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말을 많이 한 사람의 발화 비율은 각각 
0.16 (122개 그룹), 0.1 (95개 그룹), 0.07 (79개 그룹), 0.06 (67개 그룹) 이다. 

2) 참여자 사이의 발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n 번째 발화비율평균/(n-1)번째 
발화비율평균을 계산했다. 이 값은 n 이 1 일때에는 n-1 번째 발화 비율 평균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참여자 사이의 발화비율의 
n=[2..52] 일 때의 그룹 내 발화비율을 가중치로 하는 가중 평균은 0.75이다. 

3) n=[2,3,4] 일 때 참여자 사이의 발화비율의 그룹 내 발화 비율을 가중치로 
하는 가중 평균은 0.63이다. 

<그림  38> 그룹 내에서 n번째로 말을 많이 한 사람의 발화 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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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4 번째 발화자까지 이전 발화자와의 발화 비율이 0.63 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룹 내에서 대화량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됨을 의미한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발화자의 경우에도 전체 발화의 39% 
정도만 점유한다. 

2) 4번째 발화자까지의 평균 발화 비율의 합은 전체 발화량의 89%에 이르며, 
이러한 비율은 발화량의 고른 분포가 상위 몇 명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내 대부분의 발화를 책임지는 거의 모든 참여자에게서 보이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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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연속 발화 비율은 MIM 매개 대화 진행 중 참여자중 2 인만 대화를 
이어가는 구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그룹에 대해 2 인 연속 발화 비율 
값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9> 과 같다. 

 

<그림  39> 그룹 참가자수에 따른 2인 연속 대화 비율 분포 

 

위 <그림 39> 와 같이, 

1) 그룹 내에서 2 인 연속 대화의 양이 0 인 그룹은 135 개 그룹 중 16 개 
그룹 (12%) 이다. 

2) 2인 연속 대화가 있는 그룹의 2인 연속 대화 비율의 평균은 0.56이다. 

3) 2인 연속 대화 비율이 평균 이상인 그룹의 참가자 수 평균은 5.32명이며, 
평균 이하인 그룹의 평균 참가자수는 13.52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1) 2 인 연속 대화 비율이 0.56 이라는 것은 그룹 진행 중에 두 명의 
참여자만 연속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구간이 56%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속 대화 비율이 평균 이상인 그룹의 참가자 수와 이하인 그룹의 참가자 
수가 각각 5.32 명, 13.52 명이라는 것은 평균 참가자 수가 증가할 수록 2 인 
연속 대화 비율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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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문제 2-1-3] : 그룹 특성에 따른 유형과 분포 

 [연구문제 2-1-3]은 “MIM 매개 대화에서 그룹의 특성에 따른 그룹 유형과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그룹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특성은 대화 참여율과 참여자간 
발화 비율이다. 제일 발화량이 많은 참여자의 대화 참여율을 기준 1 로 하고, 
두번째로 많은 발화를 수행한 참여자와 가장 많은 발화를 수행한 참여자 
사이의 비율을 기준 2 로 삼아 이 값을 평균과 비교하여 Balanced(균형잡힌) 
대화방과 Biased(치우친) 대화방으로 구분했다. 기준 1 의 기준 값은 135 개 
그룹에서 가장 많은 발화를 수행한 참여자들의 참여율 평균인 0.389 로 
잡았으며, 기준 2 의 기준 값은 1 명만 대화에 참여한 한 개 그룹을 제외한 
134 개 그룹에서 가장 많은 발화를 수행한 참여자의 참여율 기준 두번째 
참여자의 참여율의 비율을 평균한 값인 0.627 로 삼았다. 또한 두개 기준을 OR 
한 결과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0> 과 같다. 

 

<그림  40> 기준에 따른 그룹 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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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40> 와 같이, 

1) 기준 1 을 적용하여 첫번째 참여자가 38.9% 이상의 발화를 수행한 
그룹(Biased)은 56 개였으며, 그 이하의 발화를 수행한 그룹(Balanced)은 
79개였다. 

2) 기준 2 를 적용하여 두번째 참여자가 첫번째 참여자 대비 62.7% 이하의 
발화를 수행한 그룹(Biased)은 47 개였으며, 그 이상의 발화를 수행한 
그룹(Balanced)은 87개였다. 

3) 기준 1,2 를 조합한 결과는 Biased 그룹 32개, Balanced 103개 였다. 

 

이러한 결과는 

1) 첫번째 참여자에게 일정 이상의 발화가 집중되지 않거나, 혹은 첫번째 
발화자가 말이 많더라도, 두번째 발화자가 첫번째 발화자를 따라 평균 이상의 
발화를 수행하는 그룹이 전체 135 개 발화 중 103 개 (76%) 라는 것은 많은 
그룹 에서 발화가 치우치지 않고 참여자 간에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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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뭉치  수준  분석  

2-1. [연구문제 2-2-1] : 주제 뭉치 갯수와 발화 횟수, 유지 시간, 발화 간격 

[연구문제 2-2-1]은 “MIM 매개 대화에서 주제 뭉치의 갯수와 발화 횟수, 
유지 시간, 발화 간격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주제 뭉치는 MIM 그룹 
대화 로그에서 하나의 대화 주제에 대한 발화 집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유형을 수행과 친교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기초로 주제 뭉치의 
갯수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 과 같다. 

 

<표  27> 주제 뭉치의 개수와 특성 

특성 수행 유형 친교 유형 전체 

주제 뭉치 갯수 846 개 1170 개 2016 개 

그룹 별 
주제 뭉치 갯수 평균 6.2 개 8.6 개 14.8 개 

주제 뭉치 별  
발화 횟수 평균 26.2 회 21.2 회 23.3 회 

주제 뭉치 별  
유지 시간 평균 470.5 분 216.6 분 323.2 분 

유지 시간 / 발화 횟수  
= (발화 간격) 20.0 분 10.2 분 13.9 분 

 

위 <표 27> 와 같이, 

1) 전체 그룹에서 구분된 주제 뭉치는 총 2016 개 였으며, 그 중 수행 유형 
주제 뭉치는 846개, 친교 유형 주제 뭉치는 1170개 였다.  

2) 주제 뭉치 진행 중 발화 횟수의 평균은 전체 23.3 회 였으며, 각 주제 
뭉치 유형별 발화 횟수 평균은 수행 유형이 26.2회, 친교 유형이 21.2회 였다. 

3) 주제 뭉치가 유지된 시간의 평균은 전체 323.2 분이었으며, 수행 유형은 
470.5 분, 친교 유형은 216.6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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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친교 유형 주제 뭉치의 갯수가 전체의 58% 로 수행 유형 주제 뭉치에 
비해 많으나, 발화횟수, 유지시간 등에서 수행 유형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은 친교 유형 주제에 대해 대화를 진행할 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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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문제 2-2-2] : 주제 뭉치 비율과 발화량 

[연구문제 2-2-2]는 “MIM 매개 대화에서 주제 뭉치 비율과 발화량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이를 위해 그룹 내 전체 발화량 대비 친교 유형 주제 뭉치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그룹의 평균 발화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친교 유형 발화 비율에 따른 각 그룹의 평균 발화수 

위 <그림 41> 와 같이, 

1) 친교 유형 발화 비율이 10%이하인 그룹은 평균 발화수가 70 회였으며, 
10%초과 20%이하인 그룹은 245 회 였다. 20%초과 30%이하 그룹은 124 회, 
30%초과 40%이하 그룹은 331 회, 40%초과 50%이하 그룹은 235 회, 50%초과 
60%이하 그룹은 1326 회, 60%초과 70%이하 그룹은 1013 회, 70%초과 80%이하 
그룹은 722 회, 80%초과 90%이하 그룹은 489 회, 90%초과 그룹은 50 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 모든 그룹의 평균 발화수가 345.6 회임을 고려하면, 친교 유형 발화의 

비율이 50%초과 90%이하인 그룹들에서 평균 이상의 발화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친교 유형 발화가 그룹 내에서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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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문제 2-2-3] : 주제 뭉치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 

[연구문제 2-2-3]은 “MIM 매개 대화에서 주제 뭉치의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주제 뭉치 특성은 주제 뭉치 유형 관련 
발화수의 비율이다. 그룹 내의 모든 발화는 특정 유형의 주제 뭉치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발화는 수행 유형 주제 관련 발화 이거나, 친교 유형 주제 관련 
발화가 된다. 친교 유형 주제 관련 발화의 수를 구하고 전체 발화 중 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그룹 내에서 친교 관련 발화가 더 많았는지, 수행 관련 발화가 
더 많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샘플링된 그룹 

136개에 대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42> 과 같다. 

<그림  42> 발화량과 그룹의 친교 발화 비율 

위 <그림 42> 와 같이, 

1) 전체 발화 수 대비 친교 발화 수의 값을 기준으로 0.5 보다 큰 그룹은 
47개이다. 

2) 친교 발화 비율이 0.5보다 작은 그룹은 89개이다. 

3) 수행 발화로만 구성된 그룹은 19개 였으며, 친교 발화로만 구성된 그룹도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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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주제 뭉치의 수를 기준으로 친교 유형의 주제 뭉치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발화 우위의 그룹이나, 수행 발화로만 구성된 그룹의 수가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친교 유형의 주제 뭉치가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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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친교형/수행형으로 분류된 136 개 그룹을 MIM 그룹 대화 로그를 
제공한 실험 참여자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각 참여자를 유형화 했다. 
샘플링된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 46 명에 대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43> 과 같다. 

 

<그림  43> 친교형/수행형 그룹에 의한 사용자 유형 분류 

위 <그림 43> 와 같이, 

1) 1주일간 수행형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18명이다. 

2) 1주일간 친교형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5명이다. 

3) 1주일간 수행형, 친교형 그룹에 모두 노출된 사용자는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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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MIM 매개 그룹 대화의 지배적인 개설 목적이 친교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수행형 대화가 
우위에 있고,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그룹에서 수행형 대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MIM 사용자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단위 그룹 대화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MIM 매개 그룹 대화를 통한 수행형 대화 진행에 
어려움을 더하는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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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뭉치  수준  분석  

3-1. [연구문제 2-3-1] : 시간 뭉치 갯수 

[연구문제 2-3-1]은 “MIM 매개 대화에서 시간 뭉치의 갯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시간 뭉치의 시작과 종료는 MIM 그룹 대화 로그에서 발화 시각을 기준으로 
이전 발화와의 발화 시각이 기준 시간 (5 분)을 넘는 경우 새로운 시간 뭉치의 
시작점으로, 이전 발화를 기존 시간 뭉치의 종료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시간 뭉치 갯수와 
유지 시간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4> 과 같다. 

 

<그림  44> 시간 뭉치 유지 시간 기준 분포 

 

위 <그림 44> 와 같이, 

1) 시간 뭉치의 총 갯수는 4250개이다. 

2) 시간 뭉치의 평균 길이는 4.1 분이고, 중간값 (2125 번째 값) 은 1 분이다. 
90% 구간 값은 11분이다. 

3) 시간 뭉치의 최장 길이는 122분이고, 최소 길이는 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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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주제 뭉치 유지 시간의 전체 평균은 323.2 분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주제 뭉치를 기준으로 시간 특성을 계산하면, 집중적인 대화 구간 사이에 대화 
휴지 구간이 계산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5 분을 기준 시간으로 시간 뭉치를 
설정하면, 5 분을 초과하는 대화 휴지 구간은 제외하고 시간 특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휴지 구간을 제외한 대화 구간의 대부분은 1 분 이내이고, 
평균 4.1 분의 연속적인 대화를 하고 다음 대화가 있기까지 한참의 휴식 
구간을 맞이 하는 양상으로 MIM 매개 대화가 흘러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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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문제 2-3-2] : 24시간 기준 발화 시각, 평균 발화 간격 

[연구문제 2-3-2]은 “MIM 매개 대화에서 시간 뭉치의 24 시간 기준 발화 
시각, 평균 발화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발화 시각 분포는 시간 뭉치 내 발화들의 하루 중 시간별 분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5> 과 
같다. 

 

 

<그림  45> 발화 시각 분포 

위 <그림 45> 와 같이, 

1) 총 46999 회의 발화에 대해 발화 시각의 24 시 기준 분포를 확인한 결과 
시간별 평균 발화 횟수는 1958 회 였다. 

2) 발화 횟수가 평균 보다 낮은 구간은 오전 2-10 시, 그리고 오후 19 시 
였다. 

3) 가장 많은 발화 횟수를 보인 시간은 23:00-23:59 구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 19 시 구간에서 발화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오후 6 시 퇴근/귀가 이후 
메신저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20 시 
구간에서 바로 회복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2)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근하기 전인 2 시-10 시 구간과 퇴근 직후인 19 시 
구간을 제외하면 항상 평균 이상의 발화를 유지하는 양상은 MIM 사용자들이 
거의 항상 MIM 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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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간격은 그룹 내 연속되는 두 개 단위 발화 사이에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룹을 시작하는 발화에 대해서는 발화 간격을 계산할 수 
없다.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수집한 발화 간격을 간격 길이 (분)을 기준 
분포는 <그림 46> 과 같다.  

 

<그림  46> 전체 발화 간격 중 [0-60분] 구간의 도수 분포 

위 <그림 46> 와 같이, 

1) 전체 발화 간격의 평균은 14.2 분이며, 간격 길이가 0 분인 발화 간격이 
31689개 전체의 68%에 달하여, 중위값 (23358번째 값) 은 0 분이다. 

2) 전체 발화 간격 중 가장 짧은 간격 길이를 보이는 발화 간격은 0 분의 
간격 길이를 보이며, 가장 긴 간격 길이를 보이는 발화 간격은 8525 분의 간격 
길이를 보인다.  

3) 발화 간격 60 분 이내에 해당하는 발화 간격 갯수의 합은 총 45557 개 
(97.5%) 이며, 5 분 이내에 해당하는 발화 간격 갯수의 합은 총 42639 개 
(91.3%) 이다. 



 

82 

본 연구에서는 시간 뭉치 구분 기준을 발화 간격이 5 분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때문에 시간 뭉치 내 발화 간격은 위 <그림 46> 
에서 간격 길이가 5 분 이내에 해당하는 발화 간격들로 총 42639 개의 발화 
간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5 분 이내의 간격 길이를 갖는 발화 
간격들을 이후 발화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 별로 나누어 각 시간 대에서의 
발화 간격 평균을 계산하여 시간 뭉치 내 24 시 기준 각 시간대에서 평균 응답 
시간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7> 과 같다. 

<그림  47> 발화 시각 기준, 시간 뭉치 내 발화 간격의 평균 

위 <그림 47> 와 같이, 

1) 간격 길이 5 분 이하인 시간 뭉치 내 발화 간격들의 평균은 0.47 분이며, 
시간 별 발화 간격 평균에서 이를 넘어서는 시간대는 [4, 
6,7,9,10,12,13,15,16,19]시 이다. 

2) 각 시간대에서 발화 간격의 갯수 평균을 계산한 값은 1776 개 이며, 
시간별 발화 간격 갯수에서 이를 넘어서는 시간대는 [0,1,11-18,20-23]시 이다. 

이러한 결과는 

1) 시간대별 발화 간격이 평균을 넘어 0.5 분 이상인 시간대를 보면, 심야 
시간 [4,6]이나, 출퇴근 시간대 [9, 10,19], 그리고 오후 3시, 4시 구간이다. 오후 
3-4 시의 경우에도 인크루트와 엠브레인이 조사한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집중이 잘되는 시간대에서 집중도가 높은 시간으로 조사된 시간 [경향신문, 
2007/04] 인 것으로 보아, MIM 에 집중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있는 시간 대에 
발화 간격이 길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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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문제 2-3-3] : 시간 뭉치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 

[연구문제 2-3-3]은 “MIM 매개 대화에서 시간 뭉치의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 뭉치 특성은 발화 시각 비율이다. 일과 
중 발화량에 의미 있는 감소가 있는 오후 8 시를 기준으로 이전 12 시간을 
주간으로 이후 12 시간을 야간으로 정의한 후, 발화량 사이의 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이를 기준으로 샘플링된 136 개 그룹 중, 참여자의 발화가 

하나 이상 있는 135개 그룹에 대해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그림 48> 과 같다. 

<그림  48> 135개 그룹의 주간 발화 비율 분포 

위 <그림 48> 와 같이, 

1) 135개 그룹의 주간 발화 비율 평균은 0.69이다. 

2) 주간 발화 비율이 0.5 미만인 그룹은 32 개이며, 이상인 그룹은 103 개 
이다. 

3) 주간 발화 비율이 1.0인 그룹은 30개이며, 0인 그룹은 6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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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대부분의 그룹에서 오후 8 시 이전 일과 시간에 주로 대화를 진행하며, 
일과 후 시간 위주로 대화를 수행하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소수 (24%) 라는 
것은 공부, 일 등과 같은 일과 시간의 다른 과업과 MIM 매개 대화가 서로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라 병행될 수 있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일과시간에 일이나 공부와 같은 1 차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면에서는 MIM 매개 대화를 통해 원격의 사람들과 추가적인 
과업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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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대화방의 유형을 근거로 사용자 별로 유형화를 시도했다.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는 대화방의 유형을 기반으로 주간방만 갖고 있는 경우 
주간형 사용자, 야간방만 갖고 있는 경우 야간형 사용자, 주간방과 야간방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종일형 사용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는 <그림 49> 와 
같다. 

 

 

<그림  49> 주간방/야간방 기준 사용자 유형 분포 

 

위 <그림 49> 와 같이, 

1) 주간형 그룹에만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19명이다. 

2) 야간형 그룹에만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8명이다. 

3) 주간형 그룹과 야간형 그룹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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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보다 많은 사용자가 주간형 혹은 야간형 에 해당한다. (59%), 이는 여러 
그룹에 걸쳐 하루 종일 MIM 매개 대화에 노출되는 것이 선호되지는 않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2) 야간형 사용자가 유지하는 평균 그룹의 수는 1 개이다. 하지만 주간형 
사용자가 유지하는 평균 그룹의 수는 2.7 개이다. 이는 주간형 사용자가 보다 
많은 수의 그룹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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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  분석  

4-1. [연구문제 2-4-1] : 발화 횟수 

: 발화 횟수 

[연구문제 2-4-1]은 “MIM 매개 대화에서 발화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단위 발화 텍스트는 MIM 그룹 대화 로그에서 [발화 시각, 발화자, 발화 
텍스트]로 구성되는 기본 단위이다. 발화 횟수는 이러한 단위 발화 텍스트의 
갯수를 의미한다. 수집한 MIM 그룹 대화 로그 중 샘플링된 1 주일 사이에 
생성된 단위 발화 텍스트의 갯수는 46999 개 이며, 각 그룹에서 단위 발화 

텍스트의 갯수는 <그림 50> 과 같다. 

<그림  50> 136개 그룹의 발화 횟수 

위 <그림 50> 와 같이, 

1) 136 개 그룹의 평균 발화 횟수는 346 회이며, 중위값 (68 번째 값)은 
101회이다. 

2) 가장 적은 발화 횟수를 갖는 그룹은 1회이며, 가장 많은 발화횟수를 갖는 
그룹은 11166회의 발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 그룹 참여자와 발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단위 발화 텍스트의 수 
만으로는 그룹의 특성을 알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만, 그룹 사이에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지만, 7 일 간의 평균 발화 횟수는 346 회, 하루 49 회, 시간당 
2회 정도의 발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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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문제 2-4-2] : 발화 길이, 발화 형식 비율, 발화 형식 전환 확률 

[연구문제 2-4-2]은 “MIM 매개 대화에서 발화 길이, 발화 형식 비율, 발화 
형식 전환 확률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평균 발화 길이는 구간 내에서 생성된 모든 텍스트 형식 발화 텍스트 
길이의 평균을 의미한다. 발화 텍스트 중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웹 링크, 앱 메시지, 앱 명령어 등은 텍스트 길이와 
텍스트 의미 사이에 큰 관계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이렇게 남은 텍스트 형식 
발화 총 44281 개에 대해서 발화 길이 기준으로 돗수 분포를 조사했다. 여기서 
발화 길이는 MIM 그룹 대화 로그의 인코딩 형식인 UTF-8 를 지원하는 Python 
문자열 길이 계산 함수의 결과 값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는 <그림 51> 과 
같다. 

 

 

<그림  51> 발화 길이 기준 돗수분포 

위 <그림 51> 와 같이, 

1) 텍스트 형식 발화 44281 개 중 가장 짧은 길이의 발화는 1 자의 길이를 
갖고, 가장 긴 길이의 발화는 988자의 길이를 갖는다. 

2) 평균 텍스트 길이는 9.2 자 이며, 중위값 (22140 번째 값)은 6 자 이다. 
그리고 99% 값은 40자의 길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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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짧아질 수록 더 많은 도수를 보이는 분포에서 1 자의 길이를 갖는 발화 
보다 2 자의 길이를 갖는 발화가 두 배 이상의 발화 (2089:4843) 을 갖는 것은 
1 자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발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쳇,아,?,헉,힝,ㅋ,오,굿, ...] 등의 발화 보다는 [어때, 안돼, 쓴거, 왜?, 몰라, ㅇㅋ, 
ㅇㅇ, ㄱㅅ, ㅋㅋ, ...] 등의 발화가 더 의미가 분명하고 익숙함은 이러한 도수 
분포의 차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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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형식 비율은 구간 내에서 생성된 각 발화 형식의 발화 텍스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발화 형식은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웹 링크, 초대/퇴장, 앱 메시지, 앱 명령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8> 과 같다. 

<표  28> 전체 발화 형식 비율 

유형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웹 링크 초대 
/퇴장 

앱 메시지 앱 명령어 

개수 44281 506 1197 790 38 149 35 3 

비율 94.22 1.08 2.55 1.68 0.08 0.32 0.07 0.01 

위 <표 28> 와 같이, 

1) 총 46999 개의 단위 발화 텍스트 중 일반 텍스트는 44281 개 (94.22%) 
이다. 

2) 스티커는 506 개 (1.08%), 이모티콘은 1197 개 (2.55%), 사진은 790 개 
(1.68%), 웹 링크는 38개 (0.08%) 이다. 

3) 초대/퇴장 발화는 149 개 (0.32%), 앱 메시지는 35 개 (0.07%), 앱 명령어는 
3개 (0.01%) 이다. 

 

이러한 결과는 

1) 대부분의 발화는 키보드 입력을 통한 일반 텍스트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별도의 모드로 전환해야 입력 가능한 이모티콘은 2.55%, 사용 이전에 구매 
절차를 필요로 하는 스티커는 1.08% 로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사진 관련 발화가 스티커 발화보다 더 많이 발견된 것은, 대화 중 사진을 
활용한 정보 전달, 의사 전달 등이 스티커 사용만큼 자주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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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화 형식 비율은 그룹 단위로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9> 와 같다.  

<표  29> 그룹 단위 발화 형식 비율 

특성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전체 유형 비율 94.22 1.08 2.55 1.68 

평균 이하 그룹 갯수 74 88 82 107 

평균 이상 그룹 갯수 62 48 54 29 

평균 이하 그룹 발화량 평균 169.4 392.4 270.2 326.7 

평균 이상 그룹 발화량 평균 555.9 259.7 460.0 415.3 

 

위 <표 29> 와 같이, 

1) 총 136 개 그룹 중 일반 텍스트 비율이 평균 이하인 그룹은 74 개이며, 그 
그룹의 발화량 평균은 169.4 회 이다. 그리고 평균 이상 그룹은 62 개 이며, 
발화량 평균은 555.9 회 이다. 

2) 스티커 비율이 평균 이하인 그룹은 88 개이며, 발화량 평균은 392.4 회 
이다. 그리고 평균 이상 그룹은 48개, 발화량 평균은 259.7 회 이다. 

3) 이모티콘 비율이 평균 이하인 그룹은 82 개이며, 발화량 평균은 270.2 회 
이다. 그리고 평균 이상 그룹은 54개, 발화량 평균은 460.0 회 이다. 

4) 사진 유형 발화 비율이 평균 이하인 그룹은 107 개 이며, 발화량 평균은 
326.7 회 이다. 그리고 평균 이상 그룹은 29개, 발화량 평균은 415.3 회 이다. 

 

 

 

 

 

 

이러한 결과는 

1) 텍스트, 이모티콘, 사진의 경우, 발화 비율의 증가가 발화량 증가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스티커의 경우에는 발화 비율의 증가가 
발화량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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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유형 발화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발화 비율을 보인 그룹이 29 개 
(21%) 로 다른 발화 유형에 비해 편중되어 분포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사진 
유형 발화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고, 그룹 참여자의 속성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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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형식 전환은 이전 발화 형식과 이후 발화 형식의 순열로 구성된다. 
발화 형식 전환 비율은 구간 내에서 발화 형식 전환 순열 기준으로 순열간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룹 대화 로그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중 
전체 발화 형식 비율에서 1%가 넘는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을 
대상으로 발화 형식 전환 확률을 계산한 결과는 <표 30> 과 같다. 

<표  30> 발화 형식 전환 확률 

 to 일반 텍스트 to 스티커 to 이모티콘 to 사진 총계 (회) 
from 일반 텍스트 42308 (95.8%) 374 (0.8%) 945 (2.1%) 411 (0.9%) 44171 

from 스티커 388 (77.0%) 77 (15.3%) 33 (6.5%) 3 (0.6%) 504 

from 이모티콘 913 (76.8%) 44 (3.7%) 202 (17.0%) 20 (1.7%) 1189 

from 사진 418 (53.1%) 7 (0.9%) 10 (1.3%) 350 (44.5%) 787 

위 <표 30> 와 같이, 

1) 이전 발화가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총 44171회이다. 이중 다음 발화 또한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42308 회로 95.8%. 스티커인 경우는 374 회로 0.8%, 
이모티콘인 경우는 945회, 2.1%, 사진인 경우는 411회 0.9% 이다. 

2) 이전 발화가 스티커인 경우는 총 504 회이다. 이중 다음 발화가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388 회, 77.0%, 스티커인 경우는 77 회 15.3%, 이모티콘인 
경우는 33회 6.5%, 사진인 경우는 3회 0.6% 이다. 

3) 이전 발화가 이모티콘인 경우는 총 1189 회이다. 이중 다음 발화가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913 회 76.8%, 스티커인 경우는 44 회 3.7%, 이모티콘인 
경우는 202회 17.0%, 사진인 경우는 20회 1.7% 이다. 

4) 이전 발화가 사진인 경우는 787 회이다. 이중 다음 발화가 일반 텍스트인 
경우는 418 회 53.1%, 스티커인 경우는 7 회 0.9%, 이모티콘인 경우는 10 회 
1.3%, 사진인 경우는 350회 44.5% 이다. 

 

 

 

 

이러한 결과는 

1)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발화 사이에 응집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발화가 일반 텍스트 인 경우에는 다음 발화도 일반 텍스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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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평균적인 일반 텍스트 발화 확률 (94.22%) 보다 높아지며, 이전 발화가 
스티커인 경우에는 다음 발화도 스티커일 확률이 평균에 비해 14.15 배나 
높아진다. 그리고 이전 발화가 이모티콘일 때에 다음 발화가 이모티콘일 
확률은 6.66 배 상승하고, 이전 발화가 사진일 경우에는 다음 발화도 사진 유형 
발화일 확률이 26.47 배 상승한다. 이렇게 발화 유형별 발생 확률 변화는 다음 
<표 31> 과 같다. 

 

<표  31> 전체 기준 발화 형식 비율 대비 발화 형식 전환 확률의 비율 

 to 일반 텍스트 to 스티커 to 이모티콘 to 사진 
from 일반 
텍스트 

1.02 0.78 0.84 0.55 

from 스티커 0.82 14.15 2.57 0.35 

from 이모티콘 0.81 3.43 6.66 1.00 

from 사진 0.56 0.82 0.50 26.47 

 

<표 31>을 보면, 스티커와 이모티콘 사이에도 응집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발화가 스티커인 경우에는 다음 발화가 이모티콘일 확률도 2.57 배 
상승하며, 이전 발화가 스티커인 경우에는 다음 발화가 이모티콘일 확률이 
3.43배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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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문제 2-4-3] : 발화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 

[연구문제 2-4-3]은 “MIM 매개 대화에서 발화 특성에 따른 그룹, 사용자 
유형과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여기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화 형식 비율이다. 각 발화 형식 비율을 
평균과 비교하여 각 그룹의 유형을 구분했다. 유형 구분의 순서는 형식에 따른 
발화량과 형식간의 연관성을 기준을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웹 
링크, 초대, 앱 메시지, 앱 커맨드 순으로 했다. 그 결과는 <표 32> 과 같다. 

<표  32> 발화 형식 비율에 따른 그룹 유형 

특성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웹 링크 초대 앱 메시지 앱 커맨드 

평균 비율 (%) 94.22 1.08 2.55 1.68 0.08 0.32 0.07 0.01 

평균 이상 그룹 
갯수 

62 48 54 29 21 52 16 2 

평균 이하 그룹 
갯수 

74 88 82 107 115 84 120 134 

  위 <표 32> 와 같이, 

1) 일반 텍스트 비율을 평균 (94.22%) 이상으로 갖는 그룹은 전체 136 개 
그룹 중 62개 였으며, 이하로 갖는 그룹은 74개 였다. 

2) 스티커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은 48개, 이하 그룹은 88개 였다. 

3) 이모티콘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54개, 이하 그룹은 82개 였다. 

4) 사진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29개, 이하 그룹이 107개 였다. 

5) 웹 링크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21개, 이하 그룹이 115개 였다. 

6) 초대 관련 발화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52 개, 이하 그룹이 84 개 
였다. 

7) 앱 메시지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16개, 이하 그룹이 120개 였다. 

8) 앱 커맨드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이 2개, 이하 그룹이 134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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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1) 각 유형의 발화 텍스트가 얼마나 그룹 사이에 치우쳐 분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극단적으로 앱 커맨드의 경우는 평균 이상 그룹인 2 개 
그룹에서만 발견 되었다.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초대 발화 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룹 사이에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사진, 웹 링크, 앱 메시지, 
앱 커맨드 등은 그룹 사이에 사용에 치우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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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발화 유형에 대해서 전체 발화 유형 비율 기준으로 [일반 텍스트, 
이모티콘, 스티커, 사진, 초대, 웹 링크, 앱 메시지, 앱 커맨드] 순으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넘는 발화 유형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값을 기준으로 각 
대화방의 유형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일반 텍스트와 스티커가 동시에 평균을 
넘는 경우 이는 일반 텍스트 그룹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는 <표 33> 와 같다. 

<표  33> 가중치를 둔 발화 형식 비율에 따른 그룹 유형 

기준 유형 일반 
텍스트 

이모티콘 스티커 사진 초대 웹 링크 앱 메시지 앱 커맨드 

그룹 개수 
(개) 

62 42 9 4 16 2 1 0 

 

위 <표 33> 와 같이, 

1) 전체 136 개 그룹 중, 일반 텍스트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62개이다. 

2) 나머지 74 개 그룹 중, 이모티콘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42 개 
이다. 

3) 나머지 32개 그룹 중, 스티커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9개 이다. 

4) 나머지 23개 그룹 중, 사진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4개 이다. 

5) 나머지 19개 그룹 중, 초대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16개 이다. 

6) 나머지 3개 그룹 중, 웹 링크 발화 비율이 평균을 넘은 그룹은 2개 이다. 
나머지 1개 그룹은 앱 메시지에서 평균을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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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화 유형중 어떤 유형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른 판단에 따라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사용 비율이 증가할 수록 
일반 텍스트 발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일반 텍스트와 이모티콘, 
스티커 우위 대화방을 나누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나머지 사진, 초대, 웹 링크, 
앱 메시지, 앱 커맨드 등의 발화 유형 기준은 평균 발화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일반 텍스트 비율이 우위에 서는 그룹 62 개 (46%)와 
이모티콘과 스티커 등 이모티콘 발화가 우위에 서는 그룹 51 개 (42%), 그리고 
사진, 초대, 웹 링크, 앱 메시지 등 대화방 외의 미디어와 연결의 흔적으로서의 
발화인 하이퍼 텍스트 발화가 우위에 서는 그룹 23개 (17%)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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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눈 일반 텍스트형, 이모티콘형, 하이퍼텍스트형 그룹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유형을 나누었다. 그 결과는 <그림 52> 과 같다. 

 

 

<그림  52> 텍스트형, 이모티콘형, 하이퍼텍스트형 그룹 기반의 사용자 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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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52> 와 같이, 

1) 샘플링된 구간에서 그룹을 갖고 있는 사용자 46 명 중 일반 텍스트형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10 명이며, 이모티콘형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8명이고, 하이퍼텍스트형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4명이다. 

2) 일반 텍스트형 그룹과 이모티콘형 그룹에 함께 노출된 사용자는 
11 명이며, 일반 텍스트형 그룹과 하이퍼텍스트형 그룹에 함께 노출된 
사용자는 3 명, 그리고 이모티콘형과 하이퍼텍스트형 그룹에 함께 노출된 
사용자는 2명이다. 

3) 일반 텍스트형, 이모티콘형, 하이퍼텍스트형 3 가지 유형에 모두 노출된 
사용자는 8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1) 한가지 유형의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와 조합형 사용자의 수가 22:24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다양한 속성의 그룹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만, MIM 사용자는 이모티콘, 하이퍼텍스트 등의 다양한 형식의 발화의 
의미와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성을 강요당하는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 
텍스트 우위의 그룹에만 노출된 사용자는 10 명 (22%)에 한하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대화중에 이모티콘이나 하이퍼 텍스트를 더 많이 활용하여 대화를 
다채롭게 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단조로운 
일반 텍스트, 혹은 텍스트 이모티콘 정도에 익숙한 사용자 집단이 MIM 
사용자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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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MIM 매개 그룹 대화의 과정과 특성을 설문과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첫째, MIM 매개 그룹 대화의 사용 비율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MIM 
매개 대화에 대한 수준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57 명의 MIM 
사용자들에게 사용중인 MIM 에 대한 설문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의 
최근 10 개 대화에 대한 일지 응답을 받았다. 또한, 일지 응답 중 3 명이상이 
참여하는 그룹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 로그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그룹 대화 
기록은 158 개이며, 단위 텍스트 기준으로 850986 회에 달하는 양이었으며, 이 
기록 중 대화 시점에 따른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2013/05/25 0:00:00 - 2013/05/31 
23:59:59 구간을 샘플링하여 46999 개의 단위 텍스트를 수준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용중인 MIM 의 종류와 관련해서 실험 참여자들은 전원이 
카카오톡을 사용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Facebook Messenger, LINE, 
Skype, 마이피플의 순이었다.  

둘째, 평균 대화방의 갯수와 관련해서 카카오톡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는 
대화방 갯수의 평균은 62.7개 이다. 

셋째, 그룹 대화방의 갯수와 비율 관련해서 카카오톡 사용자의 대화방 중 
그룹 대화방의 갯수는 12.5개이며, 그룹 대화방의 비율은 20% 이다. 

이와 같은 그룹 대화방의 비율은 최근 10 개 대화로 그 범위를 좁혔을 때 
더욱 상승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의 최근 10개 대화에 대한 응답에서  

첫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M 은 56 명이 카카오톡, 1 명이 LINE 으로 
응답했다. 

둘째, 응답한 538 개 대화방 중 158 개 대화방이 그룹 대화방이었다. 이는 
29%에 해당한다. 



 

102 

셋째, 158 개 그룹 대화방의 참여자 수 평균은 12.3 명이었다.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갖는 대화방은 63명의 참여자를 포함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수준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2-1 그룹 수준 분석>에서는 

첫째, 각 그룹에서 실제로 발화를 수행한 참여자와 일지에서 응답된 그룹의 
구성원 수를 비교했을 때 그룹의 평균 참여율은 64% 이다. 

둘째, 그룹 내 참여자간 발화 비율은 4 번째 발화자 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그룹 내에서 대화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2 인 연속 발화 비율의 평균은 56%에 달했으며, 
이는 그룹 내 절반 이상의 구간에서 두 사람만 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자간 참여율 기준으로 그룹 유형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 135 개 
그룹 중, 균형 잡힌 그룹은 103개, 치우친 그룹은 32개 였다.  

 

<2-2 주제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첫째, 총 2016 개 주제 뭉치 중 수행 유형 주제 뭉치는 846 개, 친교 유형 
주제 뭉치는 1170개로 구분되었다.  

둘째, 친교 유형 주제 뭉치와 연관된 발화의 비율에 따른 그룹의 평균 
발화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친교 유형 발화가 50% 초과 90% 이하인 
그룹 들에서 평균 이상의 발화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친교 발화수 비율을 기준으로 그룹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수행발화가 우위에 있는 수행방이 89 개, 친교방이 47 개 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의 유형을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입한 결과는 수행방만 
소유하고 있는 수행형 사용자가 18 명, 친교형 사용자가 5 명, 그리고 수행방과 
친교방을 함께 갖고 있는 조합형 사용자가 23명이었다. 

<2-3 시간 뭉치 수준 분석>에서는 

첫째, 5 분 초과의 발화 간격을 기준으로 시간 뭉치를 나눈 갯수는 총 
4250개 였으며, 그 평균 길이는 4.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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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간 뭉치 내 발화들의 24 시간 기준 발화 시각 분포를 보면, MIM 
사용자들이 일과 중에 거의 항상 MIM 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4 시간 기준 발화 간격 분포를 보면, 출퇴근시간, 심야시간, 오후 집중 
시간 등에서 발화 간격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발화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오후 8 시를 기준으로 주간/야간 발화 
시간대를 설정하고 주간 발화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룹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주간발화가 우위를 보이는 주간방이 103 개, 야간방이 32 개였다. 이를 
사용자에 대입하면, 주간방만 소유하고 있는 주간형 사용자는 19 명, 야간형 
사용자는 8 명, 주간방과 야간방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종일형 사용자는 
19명이었다.  

<2-4 단위 발화 텍스트 수준 분석>에서는 

첫째, 총 46999 개의 단위 텍스트를 분석했으며, 분석 대상이 된 총 136 개 
그룹의 평균 발화 횟수는 346회였다.  

둘째, 텍스트 형식 발화의 평균 길이는 9.2 자였으며, 길이가 줄어들수록 
빈도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1 자짜리 발화는 2 자 짜리 발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발화 형식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발화는 
일반 텍스트 형식이었으며, 전체의 1%의 비율을 넘는 형식은 이모티콘, 스티커, 
사진 형식 발화 등이었다. 발화 형식 전환 확률은 전체의 1%를 넘는 형식인 
일반 텍스트, 스티커, 이모티콘, 사진 등에 한하여 조사 되었으며, 이전과 이후 
발화의 형식이 유사해지려는 발화 형식 내 응집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평균적인 발화 형식 비율을 기준으로 각 그룹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일반 텍스트 형식이 평균 이상의 비율을 갖는 방이 62 개, 이모티콘 우위방이 
42 개, 스티커 우위방이 9 개, 사진 우위방이 4 개, 초대 형식 우위방이 16 개, 
웹 링크 우위방이 2 개, 앱 메시지 우위방이 1 개 였다. 이를 사용자에 
대입했을 때, 대부분의 사용자 (78%) 가 다양한 이모티콘과 하이퍼텍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룹 대화방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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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IM 사용 중 
MIM 매개 그룹 대화의 비율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산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다양한 대화 분석 방식을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CMC 대화 분석 연구들은 
귀납적 분석을 통한 내용 유형을 분류하거나,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참여자간 관계를 분석하거나, 참여자수, 발화 밀도, 발화 시간, 반복되는 
주제어 등 대화 기록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각 수준별로 대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틀과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거나, 더욱 심화하여 대화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설문과 익명화된 대화 기록 수집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해 기존에 개인 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접근이 어려웠던 MIM 
매개 대화 기록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미디어 다이어리 등의 
연구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밝혀낸 결과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사용자들의 일상적 MIM 사용에 근접하여 실제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 대상의 지평을 넓히고, 
보다 적극적인 일상 탐구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주제 뭉치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각 주제 유형에 대한 
코딩은 연구자 본인 한 명이 수행했다. 이는 주제 뭉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제 뭉치 유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유형 분류를 구체화 하고 매체와 맥락 
별 발생 비율과 특성의 차이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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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에 참여한 57 명의 피실험자들은 10 대 20 대 30 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실험 과정에서 특정 학교의 학생들로 편중되어 분포하는 문제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표본을 
기반으로 분석 틀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윤리 위원회의 지침에 의해 
본 논문 작성 후 전수 폐기해야 하며, 향후 연구에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외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누적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검증 가능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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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MIM-mediated discourse  

: the case of KakaoTalk and LINE 

 

 

Oh, Jaehyeuk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MIM-mediated 

group discourse.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First, check the general usage 

feature of MIM, Second, perform the multi-level analysis about the MIM-mediated group 

discourse 

 

The data of MIM-mediated group discourse is gathered with online survey and the 

automated MIM discourse log anonymizing and collecting tool.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57 participants (males and females) in their 10s to 30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as the typical feature of MIM usage, almost users were using KakaoTalk and the rate 

of group discourse was 20%. In recent 10 conversations, the rate was up to 29%, and the 

average participants of group discourses were 12.3 persons. Second, in group level 

analysis,  the utterance rate of participants in the group followed the arithmetic 

progression. and the parts, only two participants to talk, accounted for 56%. In topic level 

analysis, the group, having the friendship related utterance over 50%, showed the above-

average amount of dialogue. In time level analysis, utterance interval and time showed 

that MIM discourse is closely related to the day-to-day. In unit text level analys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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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the following utterance formats were affected by the previous format, were 

found.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actual MIM-mediated conversation and 

confirm the general feature of MIM group conversation usage, which is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further studies and relevant industries. 

 

Keywords : MIM, KakaoTalk, Group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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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발화 형식 토큰> 

일반 발화 이하 어떤 형식에도 포함되지 않는 텍스트 발화 

스티커 (이모티콘)(emoticon)(Emoticon)(絵文字)([스티커]) 

이모티콘 

(미소)(윙크)(방긋)(반함)(눈물)(절규)(크크)(메롱)(잘자)(잘난척)(헤롱)(놀람)(아픔

)(당황)(풍선껌)(버럭)(부끄)(궁금)(흡족)(깜찍)(으으)(민망)(곤란)(잠)(행복)(안도)(
우웩)(외계인)(외계인녀)(공포)(근심)(악마)(썩소)(쳇)(야호)(좌절)(삐짐)(하트)(실
연)(별)(브이)(오케이)(최고)(최악)(그만)(땀)(알약)(밥)(커피)(맥주)(소주)(와인)(치
킨)(축하)(음표)(선물)(케익)(촛불)(컵케익 a)(컵케익 b)(해)(구름)(비)(눈)(똥)(근조

)(딸기)(호박)(입술)(야옹)(돈)(담배)(축구)(야구)(농구)(당구)(골프)(카톡)(꽃)(총)(
크리스마스)(콜) 

(smile)(wink)(beam)(crushed)(cry)(omg)(kiki)(tongue)(zzz)(cool)(tipsy)(surprised)(sic
k)(confused)(bubble)(angry)(blush)(curious)(satisfied)(cute)(grumpy)(embarrassed)(hes
itant)(sleepy)(happy)(relieved)(puke)(alien)(aliengirl)(scared)(worried)(devil)(sneer)(pi
sh)(hurray)(frustrated)(sulk)(heart)(heartbroken)(star)(peacesign)(ok)(best)(worst)(stop)
(sweat)(pill)(meal)(coffee)(beer)(drink)(wine)(chicken)(congrats)(note)(gift)(cake)(can
dle)(cakeb)(cakec)(sun)(cloud)(rain)(snow)(poo)(bow)(berry)(pumpkin)(lips)(meow)(m
oney)(cigar)(soccer)(baseball)(basketball)(pool)(golf)(kakaotalk)(flower)(gun)(christma

s)(phone) 
(笑顔)(ウィンク)(にこにこ)(惚れる)(涙)(絶叫)(はは)(べー)(おやすみ)(自慢)(くる

くる)(ショック)(病気)(戸惑う)(風船ガム)(怒る)(照れる)(はてな)(満足)(冗談)(う
ぅっ)(あせあせ)(困る)(寝る)(幸せ)(安心)(吐く)(宇宙人)(宇宙人女)(怖い)(心配)(悪
魔)(苦笑い)(ちっ)(やっほー)(がっかり)(すねる)(ハート)(失恋)(星)(ピース)(オッ

ケー)(最高)(最悪)(ストップ)(汗)(薬)(ご飯)(コーヒー)(ビール)(焼酎)(ワイン)(チキ
ン)(おめでと)(音楽)(ギフト)(ケーキ a)(ろうそく)(ケーキ b)(ケーキ c)(晴れ)(雲)(
雨)(雪)(うんこ)(弔問)(いちご)(かぼちゃ)(キス)(にゃん)(お金)(たばこ)(サッカー)(
野球)(バスケ)(ビリヤード)(ゴルフ)(カカオトーク)(花)(銃)(クリスマス)(電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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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메세지 

([끝말잇기])([훈민정음])([MelOn])([연애능력 
측정])([눈치게임])([타자게임])([내가그린 기린그림])([Daum 지도])([카카오톡 

테마 만들기]) 
([iPhoneMelOn])([날씨])([연애진전 속도측정])([간단한 아이큐 

테스트])([BAND])([전생의 직업 - 아이디어믹스])([벅스])([윈드러너: 달리기의 
시작])((from SomNote))([pyramid])(New Branch! [Branch])([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뽐뿌])([옥션])([네이버])([U+Box])([운명의 클랜배틀])([당신의 

인생성적표])([거짓말 탐지기 - 아이디어믹스])([당신을 
판매해봅시다])([Facebook])([천안우리사진관])([네이버 지도])([벚꽃축제 to 

Kakao])([Footplr])([포인트통통])([중앙일보 모바일 웹])([지오다노])([윈드러너: 
진화의 시작])([쿠팡]) 

앱 메세지 
(투표가 등록되었습니다)(투표가 삭제되었습니다)(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정이 등록되었습니다)(일정이 있습니다)(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읽지 않음>,<음성 메시지 읽지 않음>,<첨부파일 용량 초과>,<음성 

메시지>,<동영상>,<사진>,<연락처,[사진],写真 

앱 명령어 
!끝말잇기,!나가,!도움,!만든놈,!등록,!뜻,!주사위,!훈민정음,!안녕,!눈치,!타자,!할

까말까 

초대/퇴장 [초대],[퇴장] 

Web Link https://,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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