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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사용동기가 유료 이모티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Emoticon Use on Behavior of Purchasing 
Paid Emoticon: Focu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유승훈*, 박윤정**, 강현민***, 김성태****

YounJung Park*, Seunghun Yoo**, Hyunmin Kang***, Sungtae Kim****

요 약 개인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동

기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그 동기가 어떻게 구매 행동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어떤 이

모티콘 사용동기가 유료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구매행동이 설명되는지 PLS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행과 재미/습관 요인이 이모

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가 구매 의도로

이어지며 구매 의도는 구매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료 이모티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된 모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이모티콘 사용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는 이모티콘 제작 및 광고에 어떠한 요소를 담아야 하는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이모티콘, 계획행동이론, 동기, 구매 행동

Abstract Emoticons used in personal messengers have already become a one of industry. In this study, we want 
to explore what motivations people use emoticons and how they affect to purchasing behavior. We first looked 
into which emoticon usage motivation influenced the attitude of emoticon purchase, and then analyzed the 
research model through PLS-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found that fashion and fun/habit 
factors significantly explain attitudes to emoticon purchase, and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self-control affect to purchase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predict purchase behavior. This study show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emoticons through a validated model, and the results suggest what motivation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marketing phase and advertising.

Key words : Emotic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tivation, Pur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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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메세지

는 개인 메신저(personal messenger)로 대체되었다. 통계

청의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

장 많이 하는 활동은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용이었고 [1], 2015년 기준, 약 64%의 사람들이 하

루에 1시간 이상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2].

개인 메신저에는 카카오톡, 라인, wechat 등이 있으며 개

인 메신저를 통해 사진, 동영상, 음성메시지, 송금, 선물,

파일 전송 등의 편리한 부가적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SNS 및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3][4].

메신저에 사용되는 이모티콘 역시 개인 메신저의 발전

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PC를 기반으로 처음에 사용된

이모티콘은 매우 단순한 특수문자와 문자 조합(예를 들어,

^^은 웃는 얼굴, -_-은 무표정)으로 간단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매

우 직관적으로 자신의 복잡한 감정상태까지 쉽게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보고에 따르면 메신저 앱 이용자

중 92.1%가 대화 과정에서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하며,

73.4%는 유료 이모티콘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 보유 이모티콘은 11.5개였으며 이는 이모티콘이 모바

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익숙한 서비스

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가장 성공적으로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든 카카오톡은

2011년 11월에 처음 이모티콘을 선보였으며 현재는 1300

개의 상품이 1억원 이상의 누적매출을 기록했고, 73개의

이모티콘 시리즈는 누적 매출 10억원을 보였다 [6]. 저렴

한 가격의 이모티콘은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

었으며 이모티콘을 위해 제작한 캐릭터는 프랜즈샵이라는

쇼핑몰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구독 서비

스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에게 무제한 이모티콘 사용을 제

공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에 유례없는 이모티콘 산업의

발전은 이모티콘 사용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게 만들었

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모티콘 구매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행동 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 사람들의 이모티

콘 구매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 요인들이 이모티콘의 구매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메신저에서의 이모티콘

스마트폰 이용자 중 99.3%는 최근 6개월 간 메신저 앱

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7]. 메신저 앱은 기

존 단문 메시지와 달리 가격이 무료면서 사진, 동영상, 음

성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송금, 선물, 파일 전송 등

편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메신저의 국

내 시장은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크며[6]

카카오톡은 단순히 메신저의 기능을 넘어 이모티콘 시장

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냈다. 특히, 캐릭터 이

모티콘은 기존의 이모티콘 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수

단으로 사람의 의도를 신속하고 유용하게 나타내주며 심

미적으로 보기에 좋고 유희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에서 만든 캐릭터 이모티콘은 TV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등장한 캐릭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

작한 것이었다. 이 캐릭터들은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수많

은 굿즈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프랜즈

샵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까지 제작되었다. 이모티콘 산업

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갔다. 대중 매체에 등

장하는 캐릭터나 연예인들이 이모티콘으로 제작되어 판매

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광고를 위해 이모티콘

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2021년에는 이모

티콘 구매를 구독 형태로 한달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마다 커져 가는 이모티콘 시장에 비해 실제로 이루

어지는 연구들은 이모티콘 구매보다는 이모티콘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시장이 거

의 전무한데다 국내도 카카오톡을 제외하면 시장이 형성

되지 못하였기에 이모티콘 구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해보이나, 더욱 확산되어가는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이모티콘 구매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개개인이 왜 이모

티콘을 구매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모티

콘을 사용하는 동기와 미모티콘 구매간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

콘 사용 의도와 유료 이모티콘 구매의 연관성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사람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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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 중 하나인 계획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였다.

2. 이모티콘 사용 동기

사람들은 왜 이모티콘을 사용할까? 몇몇 연구들은 사

람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

회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단서의 부

재로 생긴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결함으로 오는 모

호함을 보상하기 위해 대체물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9]. 한 선행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면대면 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에서 나

타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정서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하였고 [10], 이 연구들은 이모티콘이 사회적 단서의 부

재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이모티콘을 포함한 메시지가 감정적 의미를 이

해하고 추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연구를 통해 [11],

비대면 소통과 면대면 소통의 간극을 줄여주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가 무

엇인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모

티콘 사용 동기를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12].

각 요인은 대화의 무거움 해소, 대화의 정서적 효과, 유행,

대화의 간결성, 재미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대화의 무거움 해소라는 측면이 가장 주된 동기라고 말한

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감정 표현, 친밀감 표현, 이미지 관리, 문장 보완을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중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정확도, 사회성, 효율성, 증가성의 차원이 이

모티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14]. 언

어적 표현이 다를 뿐, 선행연구들은 모두 비슷한 요인들

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2]의 연구에서 제시

한 다섯가지 동기를 이모티콘 사용 동기로 사용하였다.

이모티콘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는 가운

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이모티콘 사용동기와 구매의

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15]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이모티

콘 사용동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플로우(몰입) 경로

를 지나 이모티콘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즐거

움은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경로를 지나 이모티콘 사용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용태도가

호의적일 때 구매의도 또한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줄거움은 각각

외적 동기, 내적 동기의 측정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모티콘 그 자체를 사용하는 동기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이모티콘 사용과 구매에 대해 연구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이모티콘이라는 서비스는

개인 메신저의 속성 상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공간

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인이 가진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변인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 행동 이론을 선택

하였으며 다음 절에서 자세하세 살펴보고자 한다.

3. 계획 행동 이론

계획 행동 이론은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행동을 결정

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초

기에 계획행동이론은 아젠과 피시바인의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서 출발했다 [16].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행동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 아젠은 태도

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등의 세 가지 변인을

통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17].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말한 태도와 주관적 규

범에 인지된 행위 통제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계획 행동 이론은 행동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을 전제로 하며, 행동적 신념이 행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규범적 기대에 대한 신념이 주관

적 규범을 형성하며 행동의 실행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한 신념이 지각된 행위통제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18]. 그리고 세가지 요인이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치며 행동의도와 행동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있으므로 행동의도를 통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초기의 계획

행동 이론 모델은 지각된 행위 통제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위 통제 사이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독립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보

다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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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 변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행동 이론은 일탈행동(폭음, 음주운전, 비

속어 사용 등), 건강 관련 행동(다이어트, 성형수술, 금연

등) 미디어 이용 행동(콘텐츠 이용, 불법 다운로드 등) 등

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비 행동(쇼핑, 제품 구매 등)의 연구에도 많이 활용된다

[19]-[22]. 이모티콘 구매와 유사한 행동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대한 연구 [23]와 웹툰 이용 및 유

료 콘텐츠, 캐릭터 상품 구매의도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

한다 [24]. 이들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웹툰 관

련 상품, 서비스의 구매 상황들이 계획 행동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졌다. 아직까지 이모티콘 구매와 관련하여 계획

행동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없으며, 앞서 언급한 [15]에

따르면, 동기는 사용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가 이모티콘 구매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주관적 규범, 지각된 인지

통제와 더불어 구매 의도를 설명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

다.

4. 연구 목적(Research Purpose)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모티콘

을 사용하는 동기가 계획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위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가지

가설을 세웠다.

H 1: 이모티콘 사용 동기 중 대화의 편안함은 이모티

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이모티콘 사용 동기 중 정서적 표현은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이모티콘 사용 동기 중 유행은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이모티콘 사용 동기 중 간결성은 이모티콘 구매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이모티콘 사용 동기 중 재미, 습관은 이모티콘 구

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행동이 계획 행동 이

론에 의하여 설명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H 6: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는 이모티콘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7: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이모티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8: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이모티

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9: 이모티콘 구매 의도는 이모티콘 구매 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은 그림 1에서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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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0명의 참가자가

설문에 참가하였으나 13명은 끝까지 설문에 참여하지 않

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307명의 참가자

중 남성은 125명, 여성은 18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2.67(SD = 2.14)세였으며 모든 실험자는 실험 참여의 대

가로 수업의 크레딧을 제공받았다.

2.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크게 두 종류로 이모티

콘 사용동기에 관한 설문과 계획 행동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모티콘 사용동기는 [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사용도

구를 총 다섯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화의 무거움 해

소(5문항), 정서적 효과(4문항), 유행(3문항), 대화의 간결

성(3문항), 재미 및 습관(3문항)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계획 행동 이론은 [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을 [25][26]에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때, 행동의

대상은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한 후 사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태도(4문항), 주관적 규범(4문항), 지각

된 행위통제(4문항), 구매의도(4문항), 구매행동(4문항)으

로 총 20문항이었으며 전체 설문 문항은 성별과 나이를

묻는 질문을 합한 40문항이었다. 모든 설문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신

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모든 설문은 구

글 서베이를 통해 제작되었다.

3. 실험 절차

설문에 참여하기로 하면 구글 서베이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동의서에

응답을 하면 이모티콘 사용의도와 계획 행동 이론에 해당

하는 설문을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배경

에 대한 두 문항에 응답을 한 후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다.

설문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4. 분석 방법

이모티콘 사용 동기와 계획 행동 이론 요인의 전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는 실용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탐색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으므로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

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SmartPLS 3.3.3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27]. 분석은 외부모델과 내부모델을 평가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외부모델 평가는 측정변인과 잠재변

인에 대한 평가, 내부모델 평가는 잠재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평가로 실시되었다. 외부모델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

요인 1 2 3 4 5 6 7 8 9 10 M SD

동기

1
대화의
편안함

1 4.18 .50

2
정서적
표현

.55** 1 3.65 .61

3 유행 .18** .30** 1 2.40 .92

4 간결성 .29** .34** .34** 1 3.27 .86

5 재미습관 .53** .43** .40* .33** 1 3.66 .76

6 태도 .22** .24** .32** .17** .41** 1 3.19 .65

계획
행동
이론

7
주관적
규범

.20** .17** .15* .23** .21** .37** 1 3.76 .54

8
지각된
행위통제

.16** .14* -.03 .05 .14* .17** .27** 1 4.07 .60

9 구매의도 .26** .21** .31** .17** .48** .63** .41** .21** 1 3.11 .87

10 구매행동 .27** .22** .43** .23** .53** .58** .29** .19** .80** 1 2.61 .93

표 1.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Emoticon Use on Behavior of Purchasing Paid Emoticon

- 400 -

도 검증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모델 평가는 부트스트래핑

을 통한 경로 계수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Ⅳ. 실험 결과

1. 외부모델 평가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롬바하 알파

(Cronbach’s α)값과 로(rho_A)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내 측정변인들은 신뢰도가 .7 이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중타당도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AVE값과 CR(composite reliability)값을 확인

하였다. 집중타당도가 존재하려면 CR값은 .7보다 높아야

하고, AVE값은 .5보다 높아야 한다. 계산 결과, 모든 잠재

변인의 AVE값은 .5보다 높았고 CR값은 .7보다 높아 집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인의 부

하량(loadings)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4이하라면 제

거해야 한다. 만약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면 항목을 삭

제했을 때 AVE와 CR값이 역치를 증가한다면 해당 항목

은 삭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측정변인

요인 설문 문항 Loadings α rho C.R. AVE

동기

대화의
편안함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81

.79 .82 .85 .52
대화내용의 딱딱함을 줄이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66
문자의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6
대화내용의 삭막함을 덜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66
편리하고 쉬워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3

정서적
표현

대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66

.71 .72 .81 .52
친밀감을 표시하려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2
감정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9
사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쉬워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2

유행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멋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84

.84 .87 .90 .75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91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니까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84

간결성
대화내용을 간결하게 하려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9

.72 .75 .84 .64글자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82
가벼운 대화를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9

재미습관
재미있어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78

.74 .73 .85 .65무료함을 달래주니까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84
습관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80

계획
행동
이론

태도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3

.82 .86 .90 .69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85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5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80

주관적
규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84

.87 .88 .87 .6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8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81
내 주변사람들은내가이모티콘을구매하는것에무리없이동의할것이다. .81

지각된
행위통제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77

.84 .87 .88 .65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76
내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81
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89

구매의도

나는 가능하면 이모티콘을 구매할 것이다. .86

.85 .87 .91 .72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2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86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83

구매행동

나는 이모티콘을 자주 구매한다. .88

.84 .85 .90 .68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 .87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모티콘을 살펴본다. .75
나는 이모티콘을 구매할 기회가 있으면 꼭 구매한다. .68

표 2. 설문 문항
Table 2.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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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하량이 .7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측정변인은 .66이었

으나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부하량의 결과는 표 1

에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Formel-Lacker Criterion과 HTMT(Heterotrai

t-Monotrait Ratio)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AVE값은

모든 요인 쌍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았으므로

Formel-Lacker Criterion을 만족시켰다. HTMT은 부트스

트래핑(표본수 5000번)을 실시하여 신뢰구간을 통해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관계에서

신뢰구간 내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별타당도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 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 내부모델 평가

내부모델 평가는 다중공선성의 확인하는 VIF값과 효

과크기를 측정하는 R2을 확인한 후 가설로 설정한 경로들

의 경로계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먼저 VIF값의 경우 모든

요인들 간에 5를 넘는 값은 발견되지 않았고 R2은 모든

내생변인에서 유의하였다 (태도 = .21, 구매의도 = .45, 구

매행동 = .64). 모든 가설의 경로에 대해 경로계수를 확인

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이모티콘 사용의도 중 무거움해소 요인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β = .02, t = .40, p = .69.

정서적 효과 요인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고, β = .09, t = .90, p = 37, 간결성 요인도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1, t = .38, p = .70. 하지

만, 유행 요인은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β = .20, t = 3.22, p = .001, 재미 및 습관 요

인 역시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β = .31, t = 5.08, p = .000. 다음으로 계획 행동 이

론 모델을 살펴보면,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주었고, β = .54, t = 11.83, p = .000, 주관적 규범 역

시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β = .19, t =

3.62, p = .000. 지각된 행위통제도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

을 주었으며, β = .10, t = 2.20, p = .03, 구매의도는 구매

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β = .80, t = 42.35, p = .000.

분석된 모델의 결과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계획 행동 이론으로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행위를 설명하고, 여러 이모티콘 사용 의도 중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모티콘 사용의도 중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

도로 이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

행과 재미 및 습관 요인이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 사용이 정서 표

현에 언어적 단서의 부재를 상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제

시했던 연구들 [28]에 대비하여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이모티콘이 얼마나 유행에 맞는지, 그리고 얼마

나 재미있는지와 관련된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모티콘이 인기가 있는지, 비슷한 연령대에 어떤 이모티

콘을 많이 사용하는지 제시한 현재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상점은 사람들의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이모티콘의 사용 과정

에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할만한 요소가 추가된다

면 더욱 사람들의 구매에 대한 태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설 경로 계수 t 결과

H1 무거움해소 → 태도 .02 .04 기각
H2 정서적효과 → 태도 .06 .09 기각
H3 유행 → 태도 .20 3.16** 채택
H4 간결성 → 태도 -.02 .38 기각
H5 재미 습관 → 태도 .31 4.99*** 채택
H6 태도 → 사용의도 .54 11.87*** 채택
H7 주관적 규범 → 사용의도 .19 3.56*** 채택
H8 지각된 행위통제 → 사용의도 .10 2.22* 채택
H9 사용의도 → 사용행동 .80 42.86*** 채택

표 3. 경로분석
Table 3.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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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계획 행동 이론을 통해 이모티콘 구매 행위

를 설명할 수 있었다. 먼저 구매에 대한 태도가 이모티콘

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SNS 이용에 대한 태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 [29]와 웹툰 기반 영화 관람에 대한 태도

가 관람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26]들과 방향을 함

께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태도의 영

향력은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모티콘 구매에 있어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은 주로

개인 메신저에서 사용하는데,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대

상은 주로 가족 및 지인 연락(97.3%)으로[7], 이모티콘을

구매하고 그것을 사용할 대상이 결국 주변 가족과 지인이

기 때문에 주관적 규범은 이모티콘 사용 및 구매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행위통제도 이모티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 구매에 드는 비용이 있으

나 구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

구[23][25][26][29]와 동일하게 구매의도는 구매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모티

콘 사용 동기 중 유행(p = .002)과 재미 및 습관(p = .000)

요인은 사용의도와 사용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모티콘 시장은 아직 국내에 국한되어 있고, 그 중에

서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서비스만이 거의 유일하게 활성

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와 연결하여 이모티콘 구매와 관련된 모델을 제시한

것은 학문적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모티콘 시장에서 사람들의 유행

과 재미, 습관 요인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

부분의 참가자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 연령대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가운데 20

대가 지각하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

성에 대해 밝혀낸 것은 다른 연령대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좀 더 연령대 별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

다. 추후에는 다른 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차 변인(성

격, 직업 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종합하

여 개인화된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이모티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

그림 2. 분석 결과
Figure 2. Result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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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포함

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충동구매 성향과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이모티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와 계획 행동 이론

을 통해 유료 이모티콘 구매에 대해 살펴보았다. SNS, 개

인 메신저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곳에서 이모티콘을 사용

하고 있지만 유료 이모티콘이 활성화된 시장은 사실 카카

오톡이 거의 유일하다. 추후 이모티콘 시장이 어떻게 해

외로, 혹은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되어 나갈지 추측할 수

없다. 많은 연구들이 이모티콘 사용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유료 이모티콘의 구매와 관련된

이모티콘 사용 동기 요인을 살펴본 점에서 가장 큰 의의

가 있다. 또한 단순히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기의 내용들

을 근거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

료 이모티콘 구매와 관련된 광고 및 UI를 제작하는 실무

적 상황에서도 충분한 의의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단

순하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

한단계 더 들어가 어떤 내재적 동기 측면, 외재적 동기 측

면이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행, 흥미, 습관의 동기로 인하여 이모티

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모티콘 구매에 대한 태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태도는 사회적 규범과 지

각된 행위통제와 더불어 구매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모티콘 제작에 있어서는 최신

유행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이모티콘과 좀 더 재미있

는 요소를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광고에서도

흥미와 유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개인화되

어 가고, 개인차 요인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추천 시스템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추후에는 더 많은 개

인차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점

점 개인화되어 가는 시장에 맞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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