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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모바일 메신저이모티콘의이용동기가무엇이며, 이용동기와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성향(외향

성/내향성)은 조절역할을할것인지를알아보고자, 모바일 메신저를사용하는 10대-60대의 198명의사용자를대상으로설문

을실시하고 이를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첫째, 모바일메신저 이모티콘이용동기 요인은 “유희성요인”, “유용성요인”, “간

결성요인”, 그리고 “범용성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 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중 유희성만이구매의도에유의미

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의사용자의개인성향중외향적인성향이구매의도에영향을

미치는데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구매의도, 이용동기, 개인성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tives for using emoticons on mobile messengers and 
determine whether an individual’s character (extrovert/introvert)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s and purchase intention. To achieve that, this study had 198 users in their 10s to 60s fill in a 
questionnaire and analysed the answers. The analysis first showed that the motives of using emoticons on mobile 
messengers were enjoyment, utility, simplicity, and general utility. It was also found that only enjoyment among all 
the motiv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Finall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xtrovert character 
of the individual using emoticons on mobile messengers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effect on purchas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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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메

신저에서 이모티콘(Emoticon)의 사용은 남녀노소 누구

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척 마틴(Chuck Martin)

은 2011년에 2억 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통해 페이스북

(FaceBook)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이 지배적

매체가되리라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고주장했다.

이러한소셜네트워크플랫폼은모바일기기의보급과함

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의

중심이된모바일메신저는텍스트중심의소통을넘어서

이모티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미지 중심의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인 이영미(2013)[1]는 이모티콘의 시

각적소통에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

모티콘의 미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연구인 박은진(2017)[2]은 조직내의 상사의 이모

티콘사용에대해조직구성원들이인지하는인상형성과

직무몰입에대해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이모티콘의정

서적목적의사용이긍정적인인상형성을매개하여직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모티콘의시각적부분과관계형성에미치는영향에대

한 다양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모티콘의 이용

동기에 대한 분석과 개인성향에 따른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급증하는 이모

티콘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향후 이

모티콘이용자들에게보다맞춤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의 연구인 마크로밀엠

브레인(2015.12) 리서치 기관이 만 19-59세의 한국에 거

주하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

콘의사용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10명중 8명이이모

티콘을사용한다고[3] 조사되었다. 이모티콘은점차커뮤

니케이션의수단에서 모바일 이모티콘 시장으로성장하

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를바탕으로 본연구는모바일

메신저에서개인의성격에따른차이가이모티콘사용자

의지속적인이용의도와구매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며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

으로 향후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는 양질의 이모티콘 개

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가 무

엇이며, 이용동기와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성

향(외향성/내향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자,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10대-60대의 198명의 사

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 하였으며,

연구내용및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의배경및

목적그리고연구의내용및방법을서술한다. 둘째, 연구

에 필요한 이모티콘의 개념, 이용동기, 구매의도 그리고

개인성향에대한이론을정립한다. 셋째, 연구설계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가설과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의 핵심 연구 가설을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통해

검증한다. 다섯째, 검증 결과를 정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모티콘
이모티콘은픽토그램(Pictogram)의한종류로언어나

문자가 글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해가 가능하

도록만든그림문자라고할수있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뜻하는 “Emotion”, 과 아이콘 “Icon”이조합하여만들어

진 단어로 온라인 공간에서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비언어적 시각언어이다(황하

성, 박성복2013)[4]. 이모티콘은 문자, 기호, 숫자와 이미

지들의조합으로 표현되며 웹상에서 메신저와스마트폰

으로자신의감정이나의사의 표현, 특정사물의묘사를

글자를대신하여다양한이미지로표현하고전송이가능

한 새로운 비언어적 표현 수단으로 언어의 빠른 정보전

달, 기호의함축적표현, 사용자간의친밀감의조성이가

능하며, 특히감정표현과다양한언어구사가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

2.2 이용자의 태도와 연구문제 설정
2.2.1 이용동기와 연구문제 1
우드워스, R.S(1973)[6]는 이용동기를개인이어떤 행

동 및목표를추구하기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맥러드, J.M, 베커, L.B(1981)[7]는 이용동기는 의식적인

상태로서 행동을 직접 유발시키는 조금 더 문제해결 지

향적이고 상황 지배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고객의

행동을유발하는다양한동기요인을고찰하여고객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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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만족시키며, 기업의 성

과창출에기여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이처럼이용

동기는 고객이 제품 구매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제적 이윤 창출에 영향을 제공하기 떄문에 본 연구에

서는 먼저 이용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바일 메신저 이

모티콘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 1을 제

시 하였다.

연구문제1.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는무엇

인가?

2.2.2 구매의도와 연구문제 2
엔겔. 제임스 F. 로저 블랙웰(1982)[8]은 구매의도는

제품또는서비스를구매하고자하는소비자의의도로서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지라고 하였다.

아커, D.A(1992)[9]는 소비자행동을예상하는중요한요

소로 구매의도를 정의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외부로 표

출된 성향으로 보았다. 이처럼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제

품을 구매하려는 의지 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이기에어떠한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가

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고자연구문제 2를

제시 하였다.

연구문제2.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는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3 개인성향과 연구문제 3
개인성향특성에관하여, 특정상황에대한개인의평

가와 마치 그 개인의 성격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감

정 상태로 나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성향과 부정적 성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R.랜더스, J. 로운즈 베리(2006)[10]에 따르면 외향성

의사람들은새로운사람들과의만남을좋아하며오프라

인에서도다양한활동에참여하며이에따라상대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결

과적으로온라인미디어의 활용정도가 낮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내향성성향을가진사람의경우에는소극적이

며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회피하는 동시에 상

대적으로비인격체인매체를선호하는경향이있어서결

과적으로온라인미디어서비스활용도가높다고주장하

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인 김석영, 전희원(2018)[11]에

서는일반적인온라인미디어이용패턴과는 달리, 인터

넷 상에서 관계맻기 및 소통을 하기위해 이용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내향성의 사람보다 외

향성이 큰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임을 밝힌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정재선, 김여림(2005)의 연구 또한 개인

의 특성중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미디어 서

비스의이용정도가높음을주장하였다[12]. 이러한연구

결과를바탕으로새롭게 SNS에서등장한서비스인이모

티콘에대한이용동기와 구매의도간의영향관계에 있어

개인의성향차이가조절역할을할것인지를알아보고자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1-8을 제시 하였다.

연구가설 3: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의이용동기와구

매의도간의영향관계에서개인성향(외향성/내향성)은조

절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의이용동기중

유희성은 구매의도간의 영향에있어 사용자의외향적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유용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외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3.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간결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외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4.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범용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외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5.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유희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내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6.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유용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내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7.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간결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내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연구가설 3-8. :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

중범용성은구매의도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내향적

인 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가 무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410

엇이며, 이용동기와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성

향(외향성/내향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방법
3.2.1 자료 수집 및 대상
설문은 2017년 5월-6월한달동안 10대에서 60세까지

를대상으로총 200부를배포하고이중에서불성실한응

답을제외하고총 198부분석에사용하였다. 설문은양적

연구방법을통한설문을실시하였으며, 설문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사

용하여, 응답자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결혼여부, 메신

저서비스를빈도분석하였다. 그리고측정이가능한이

모티콘이용동기, 개인성향, 구매의도설문은 7점척도를

사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이모티콘 이용동기
본 연구에서 이모티콘 이용동기는 이희정(2012)[13],

김선진(2014)[14], 황하성외(2008)[15], 문가영(2015)[16],

이인성 외(2008)[17], 유재현(2010)[18], 안원미(2011)[19],

문가영(2015)[20], 김선진(2014)[21]의 선행연구에서 사

용한설문을본연구목적에맞게수정하여총18개(이모

티콘은 테스트보다 표현이 간결하다(OJ1), 이모티콘은

텍스트보다의미가함축적이다(OJ2), 이모티콘은감정을

압축해서표현할수있다(OJ3), 이모티콘은보기쉬울것

이다(OJ4),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감정의 표현이 용이하

다(OJ5),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

기쉽다(OJ6), 이모티콘을사용하면대화의의미를 보다

잘전달할수있다(OJ7), 이모티콘의디자인은매력적이

라고생각한다(OJ8), 이모티콘의디자인은세련되었다고

생각한다(OJ9), 이모티콘의디자인은참신하다고생각한

다(OJ10), 이모티콘을사용하는것은재미있다고생각한

다(OJ11), 이모티콘을사용하는것은흥미롭다고생각한

다(OJ12),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은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고생각한다(OJ13), 이모티콘을사용하는것은나를

즐겁게한다(OJ14), 이모티콘을사용하는사람과의대화

는 나를 신나게 한다(OJ15), 이모티콘은 시간과 정소에

구애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OJ16), 이모티콘은누구나쉽고 빠르게 이용할수 있다

(OJ17), 이모티콘은모바일기종에상관없이모든기기에

서 사용할 수 있다(OJ1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2 개인성향
개인성향은내향성과외향성으로나누었으며, 내향성

은박미선(2011)[22]의 연구에서사용된문항을수정하여

총 4개(나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다(OJ19), 나는 행

동하기전에많은생각하기를좋아한다(OJ20), 나는다른

사람의이름과얼굴을기억하기를어려워한다(OJ21), 나

는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안에 묻어두는

편이다(OJ2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외향성은 etrides, K. V. & Furnham, A.(2000)[2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총 4개(나는 재미있

게대화를유도할수있다(OJ23), 낮선사람과원만한대

화를유도할 수있다(OJ24), 나는 외출하는것을 좋아한

다(OJ25), 나는 친구가 많다(OJ2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3 구매 의도
구매의도는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구매의도에관한

내용으로 조유혜(2017), Bagozzi, R. P. (1983)[25, 26]의

선행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총3개(이모티콘은

나의구매의도를자극한다(OJ27), 이모티콘을기꺼이구

입할의향이있다(OJ28), 추가적인비용이들더라도이모

티콘을 이용할 것이다(OJ29)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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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로나타났다. 연령별분포는 30대가 57.1%로가장많

았으며, 다음으로 40대 18.7%, 20대 13.1%, 10대는 8.1%

와 50대 이상은 3%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대학 졸

업이 55.1%, 고졸이 20,2%, 대학재학이 13.1%, 대학원생

7.1%, 그리고기타가 4.5%로나타났다. 결혼여부는기혼

이 63.6%, 미혼이 36.4%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장인 이

58.1%, 학생이 22.7%, 자영업자가 8.6%, 전업주부가

6.6.%, 기타가 4%로나타났으며마지막으로이용하는메

신저 서비스는 카카오톡이 94.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

며 뒤를 이어 페이스북 3%, 라인 2%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인 구매의도와 개인성향에

대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Varimax 방법)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 1.0이상과 요인 적재량 .50이상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였

다. 분석결과, Table 1과같이모든요인들의요인적재

량이 .50을 넘고, 측정변인의신뢰도(Cronbach’s α)가 모

두 .500 이상의양호한결과를보이며, KMO수치 .6772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actors
Variable
nam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of
%

Cronbac
h’s α

Purchase
intention

OJ28 .837
1.959 65.284 .727OJ27 .807

OJ29 .779
KMO=.677, Bartlett test χ2=126.084 (df=3, p<.000)

Introversion

OJ22 .779

1.939 24.243 .572
OJ19 .716
OJ21 .580
OJ20 .555

Extroversion

OJ23 .778

1.672 20.897 .553
OJ24 .680
OJ25 .629
OJ26 .512

KMO=.598, Bartlett test χ2=183.723 (df=28, p<.000)

Table 1. Result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4.3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에 대한 요
인분석[연구문제 1]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동기와관련된 설문문항들을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 하여 요인분석 연구문제 1.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

석결과 Table 1과같이, 총 4개이용동기요인으로나타

났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개수는 총 18개 였으나, 이 중 “이용동기

12.(.452)”, “이용동기 08.(.480)”, “시청만족도 17.(.458)”

설문문항의 경우 적재치가 .500미만으로 기준치에 미달

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이용동기설문문항의특성에맞게모바일메신저

이모티콘이용동기요인을 “유희성요인”, “유용성요인”,

“간결성 요인”, 그리고 “범용성 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이모티콘을사용하는것이 ‘무료함을달래기위해서’, ‘나

를즐겁게한다’, ‘이모티콘을사용한대화는나를신나게

한다’, ‘실시간으로서비스를이용’ 하는항목은 “유희성”

동기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이모티콘의 이용동기가

‘보기가쉽다’, ‘감정표현이용이’, ‘상대방의감정을이해’,

‘의미를 더 잘 전달’하는 항목은 “유용성”으로 명명하였

다. 세번째로, 이모티콘의이용동기로 ‘표현이간결’, ‘의

미가 함축적’, ‘압축해서 표현’, ‘디자인이 참신’은 “간결

성”으로 명명하였다.

Variable name
Factors

1.Enjoyment 2.Utility 3.Simplicity
4.General
utility

OJ13 .758 -.016 .145 .174
OJ14 .699 .228 .073 .110
OJ15 .689 .311 .114 .100
OJ16 .530 .125 .400 .104
OJ12 .452 -.068 .357 .419
OJ6 .042 .740 .103 .059
OJ7 .260 .723 -.032 .072
OJ5 .002 .587 .476 .055
0J4 .154 .560 .241 .247
OJ8 .354 .480 .041 .365
OJ2 .119 .171 .665 .022
OJ3 .037 .428 .643 .043
OJ1 .240 .028 .633 .158
OJ10 .188 -.102 .528 .438
OJ11 .258 .158 .042 .687
OJ18 -.083 .066 -.013 .678
OJ9 .223 .178 .235 .516
OJ17 .307 .176 .217 .458

Eigen value 5.431 1.594 1.247 1.077
Variance of% 30.170 8.857 6.926 5.985
Cronbaha’α .728 .704 .641 .562

Standard-shaped Kaiser-Meyer-Olkin Gauge=.843,
Bartlett test χ2=971.623(df=153, p<.000)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on motivation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의 이용동기중 ‘디자인이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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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 ‘모든모바일기종에서사용이가능’은 “범용

성”으로명명하였다. 각요인의신뢰도에대한 Cronbach

알파값의검증결과 Table 3에서처럼, 모든이용동기요

인에서 0.5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해당 이용동기 요인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MO-Bartlett 검정과 0.8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타당

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4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는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문제 2]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이용동기는 구매의도연구문

제 2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기위해선형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이용동기 중 유희성(p<0.05)을 제외한, 유용성

(p>0.05), 간결성(p>0.05) 그리고범용성(p>0.05)은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Std.
Dev

Beta t p

Purchase
intention

(Constant) -.194 .828 　 -.234 .815

Enjoyment .273 .125 .178 2.180 .030

Utility .054 .127 .033 .429 .668

Simplicity .229 .123 .152 1.863 .064

Gereral utility .176 .133 .102 1.324 .187

R² = .131, Revised R² = .113, F = 7.273
Significance spreading rate = .000

Table 3. Research Question 2 Result

4.5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사용자의 개인성향
(외향성/내향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 효과 검증[연구문제 3]

4.5.1 연구가설 3-1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유희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외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효과가연구가설 3-1.있는지를검증하기위해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4에서보듯

이, R²값 이 1단계 .094에서 2단계 .130, 3단계 .152로 증

가하는것으로보아외향성태도조절변수는정(+)의 조

절효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외향성 태도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최종모형의설명력은 15%인 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외향성태도가조절변수도투입되지않은

1단계의 설명력이 9%로 나타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

며 이는 이용동기 유희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외향성 태도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c
tor

Mo
de
l
R R²

Modifi
ed R²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²
chang
e

F -
change

df1 df2
F
chang
e

Durbin-
Watson

Enjo
yme
nt

1 .307a .094 .090 1.25636 .094 20.380 1 196 .000 　

2 .360b .130 .121 1.23455 .036 7.986 1 195 .005 　

3 .390c .152 .139 1.22172 .022 5.116 1 194 .025 2.049

a.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b.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Extraversive factor
c.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Extraversive factor,
Extraverted control of Enjoyment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4. Research Hypothesis 3-1 Result

4.5.2 연구가설 3-2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유용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외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효과가연구가설 3-2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ac
tor

Mo
de
l
R R²

Modifi
ed R²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²
chang
e

F -
change

df1 df2
F
chang
e

Durbin-
Watson

Utility

1 .207a .043 .038 1.29149 .043 8.767 1 196 .003 　

2 .297b .088 .079 1.26353 .046 9.771 1 195 .002 　

3 .339c .115 .102 1.24804 .027 5.869 1 194 .016 1.918

a.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Extraversive factorc.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Extraversive factor, Extraverted control of
Utility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5. Research Hypothesis 3-2 Result

검증결과 Table 4에서보듯이, R²값이 1단계 .043에

서 2단계 .088, 3단계 .115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외향

성태도조절변수는정(+)의조절효과를보이며, 이에따

라외향성태도를조절변수로투입한최종모형의설명력

은 1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외향성 태

도가조절변수도투입되지않은 1단계의설명력이 4%로

나타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 이는 이용동기 유용성

이구매의도에영향을미칠때외향성태도가조절적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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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연구가설 3-3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간결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외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 효과가 연구가설 3-3있는지를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6에서보듯

이, R²값 이 1단계 .085에서 2단계 .125, 3단계 .163로 증

가하는것으로보아외향성태도조절변수는정(+)의 조

절효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외향성 태도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최종모형의설명력은 16%인 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외향성태도에조절변수도투입되지않은

1단계의 설명력이 9%로 나타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

며 이는 이용동기 간결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외향성 태도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Simp
licity

1 .291a .085 .080 1.26298 .085 18.116 1 196 .000 　

2.354b .125 .116 1.23765 .041 9.106 1 195 .003 　

3 .404c .163 .150 1.21403 .037 8.660 1 194 .004 1.980

a.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Extraversive factorc.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Extraversive factor,
Extraversive control of Simplelicty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6. Research Hypothesis 3-3 Result

4.5.4 연구가설 3-4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범용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외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 효과가 연구가설 3-4있는지를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7에서보듯

이, R²값 이 1단계 .061에서 2단계 .094, 3단계 .131로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외향성 태도에 조절변수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외향성 태도를 조절변수

로투입한최종모형의설명력은 13%인것으로확인되었

다. 이러한결과는외향성태도가조절변수에투입되지

않은 1단계의 설명력이 6%로 나타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이는이용동기범용성이이구매의도에영향을미

칠때외향성태도가조절적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된다.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Gen
eral
utility

1 .248a .061 .057 1.27882 .061 12.844 1 196 .000 　

2.307b .094 .085 1.25965 .033 7.011 1 195 .009 　

3 .362c .131 .118 1.23689 .037 8.243 1 194 .005 1.972

a.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Extraversive factor
c.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Extraversive factor,
General Utility extraverted control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7. Research Hypothesis 3-4 Result

4.5.5 연구가설 3-5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유희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내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효과가연구가설 3-5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Enjo
yme
nt

1 .307a .094 .090 1.25636 .094 20.380 1 196 .000 　

2 .358b .128 .119 1.23597 .034 7.519 1 195 .007 　

3 .361c .130 .117 1.23737 .003 .561 1 194 .455 2.096

a.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b.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introvert factor
c. Predicted value: (Constant), Enjoyment, introvert factor, Introversion
control of Enjoyment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8. Research Hypothesis 3-5 Result

검증결과 Table 8에서보듯이, 이용동기유희성과구

매의도간의 영향에 있어 내향성 요인 조절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p>0.05).

4.5.6 연구가설 3-6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유용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내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효과가연구가설 3-6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9에서 보듯

이, 이용동기 유용성과 구매의도간의 영향에 있어 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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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인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

지 않았다(p>0.05).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Utility

1 .207a .043 .038 1.29149 .043 8.767 1 196 .003 　

2.290b .084 .075 1.26640 .042 8.844 1 195 .003 　

3 .294c .086 .072 1.26825 .002 .429 1 194 .513 2.120

a.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introvert factorc. Predicted
value: (Constant), Utility, introvert factor, lntroversion control of Utility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9. Research Hypothesis 3-6 Result

4.5.7 연구가설 3-7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간결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내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 효과가 연구가설 3-7있는지를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10에서보듯

이, 이용동기 간결성과 구매의도간의 영향에 있어 내향

성 요인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

지 않았다(p>0.05).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Simp
licity

1 .291a .085 .080 1.26298 .085 18.116 1 196 .000 　

2.354b .125 .116 1.23765 .041 9.106 1 195 .003 　

3 .404c .163 .150 1.21403 .037 8.660 1 194 .004 1.980

a.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Extraversive factorc.
Predicted value: (Constant), Simplelicty, Extraversive factor,
Extraversive control of Simplelicty

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10. Research Hypothesis 3-7 Result

4.5.8 연구가설 3-8 결과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범용성이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있어이용자의내향성태도에의해조

절적 효과가 연구가설 3-8있는지를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11에서보듯

이, 이용동기 범용성과 구매의도간의 영향에 있어 내향

성 요인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

지 않았다(p>0.05).

Fac
tor

Mo
de
l
R
R-squ
are

Modifi
ed R
Squar
e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R-squ
are
chang
e

F -
change

df1 df2

Signifi
cant
proba
bility F
chang
e

Durbin-
Watson

Gen
eral
utility

1 .248a .061 .057 1.27882 .061 12.844 1 196 .000 　
2.308b .095 .085 1.25923 .033 7.146 1 195 .008 　
3 .309c .096 .082 1.26170 .001 .239 1 194 .626 2.089

a.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b.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introvert factor
c. Predicted value: (Constant), General Utility, introvert factor,
lntroversion control of General Utilityd. 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factor

Table 11. Research Hypothesis 3-8 Result

4.7 요약 및 가설 채택 결과
4.7.1 요약
본연구결과를요약하면첫째, 모바일메신저이모티

콘 이용동기는 ‘유희성’, ‘유용성’, ‘간결성’ 그리고 ‘범용

성’으로 총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중 ‘유희성’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사용자의 개인성향 중

외향성은 구매의도에 조절역할을 하는 반면, 내향성은

구매의도에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7.2 가설 채택 결과 
연구가설 3의세부적인가설로모바일메신저이모티

콘의이용동기중유희성(가설 3-1), 유용성(가설 3-2), 간

결성(가설 3-3) 그리고범용성(가설 3-4) 모두 구매의도

간의영향에있어사용자의외향적인태도가정(+)의 조

절효과를발휘하는것으로확인되어가설 3-1, 3-2, 3-3,

3-4는채택되었다. 그러나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의이

용동기중유희성(가설 3-5), 유용성(가설 3-6), 간결성(가

설 3-7) 그리고 범용성(가설 3-8)은 구매의도간의 영향

에있어사용자의내향적인태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5, 3-6,

3-7, 3-8은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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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이용동기가 무

엇이며, 이용동기와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성

향(외향성/내향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자하였다. 이를위해서, 모바일을보유하고있으면서모

바일메신저를사용하는 10대~60대의사용자 198명을대

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첫째,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동기요인은 “유희

성요인”, “유용성요인”, “간결성요인”, 그리고 “범용성

요인”으로나타났다. 둘째, 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이용

동기 중 유희성만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 기업에서이모티

콘을 기획, 제작에 있어 사용자에게 재미요소인 유희성

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이모티콘을제작해야할것이

다. 셋째,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사용자의 개인성향

중외향적인사람은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데조절역

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내향적인태도는 구

매의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보이지않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과거의선행연구인 R.랜

더스, J. 로운즈베리(2006)[26]와반대되는결과이며, 최

근연구인 김석영, 전희원(2008)[11]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보였다. 즉 SNS상에서는내향성인사람보다외

향적인성향을가진사람이이모티콘을 더많이이용하

고구매한다고볼수있다. 이는시대가변화하면서온라

인 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도 오프라인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의

개발과 기획단계에서 적극적이며 대화를 좋아하는외향

적인 사람들이 사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정

과제스처, 움직이는이모티콘등다양한감정표현이가

능한 이모티콘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연구결과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한계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개

인성향을조절효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람의성격이

두개의 분류인 외향적, 내향적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성격의 일반화에경계가필요시된다. 또한사람의성격

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하며개인의취향또는성향

도바뀌므로모바일메신저이모티콘의이용동기에대한

이용자의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성향을 좀 더 세

분화하여연구가 지속될필요가 있다. 또한후속연구에

서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구분하여 유사한

연구가지속될필요가있다. 각 나이별로어떠한 이용동

기가구매의도에보다높은효과를이끌어낼수있는지

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실무적으로 시사점

이 큰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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