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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 MIM)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

바일 기반 서비스 중 하나로 국내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2015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위 모바일 

메신저의 월별 총 이용시간 기준 시장점유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서비스

이며,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 2016).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텍스트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모티콘을 활용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이모티콘이 오프라인 

상의 대면적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단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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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분이나 상태를 잘 표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월 발신되는 이

모티콘 메시지수는 20억건에 이르며, 하루 

1000만명의 이용자들이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

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세계일보, 

2015.11.30. 기사).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무료 이모티콘 뿐 아니

라 유료로 판매되는 이모티콘의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유료 이모티콘 사업은 MIM 서비

스로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 SNS 기업들의 이모티콘 

매출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이모티콘 캐릭터가 사용되는 문방구 및 인

형, 휴대전화 케이스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연간 3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경향신문, 2016.01.31. 

기사). 이렇듯 이모티콘이 MIM 서비스의 주요 

수익 창출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모바일 관련 연구는 모바일 쇼

핑, 게임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이모티콘에 대

한 연구도 MIM에서의 이모티콘 사용 현황이나 

감정 반응 등 이용자들의 이모티콘 사용 행동

을 다루고 있지만 유료 이모티콘의 구매와 같

이 MIM 제공자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MIM 서비스인 카

카오톡을 포함하는 카카오플랫폼이 이모티콘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카카오는 2010년 MIM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출시한 이후,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이용자 기반

을 활용하여 게임, 소셜, 콘텐츠, 결제, 택시 등

의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모바일 메신

저 제공자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

고 있다. 즉, MIM인 카카오톡이 카카오플랫폼

의 핵심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MIM 

이용자들이 카카오플랫폼 내 여러 서비스를 사

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MIM

에서 사용가능한 이모티콘을 구매할 때, 카카오

톡 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플랫폼

이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예를 들어, 유료 이모티콘과 같은 모바일 콘

텐츠 구매에는 결제가 수반되고, 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안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플랫폼 신뢰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이모티콘과 같은 

모바일 콘텐츠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모티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각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고

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모티

콘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MIM 서비스에 대

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파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을 제시하였는데, 이 요인들은 온라

인 및 모바일 관련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제시

되고 있으며, 무료 MIM 서비스의 사용 역시 친

구 및 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준다는 

혜택 뿐 아니라 여러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

한 카카오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무료 

MIM 서비스와 플랫폼의 시스템 품질 및 이모

티콘 구매의도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

고자 한다. 유료 이모티콘 사업은 결국 무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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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수

익 창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신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

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뿐 아니라 카카오플랫폼 자체에 

대한 시스템 품질과 신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모티콘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이모티콘 구매를 촉진하기 위

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문헌연구

2.1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

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

며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한다

(Debatin et al., 2009). 선행 연구들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의 사용자들이 지각된 프라이버시 위험과 기대

되는 혜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그 긴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

다(Ibrahim, 2008; Tufekci, 2008). 즉, 지각된 

위험과 혜택은 이용자에게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온라인 및 모바일 SNS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동시에 고려될 필

요가 있다.

2.1.1 지각된 혜택

마케팅문헌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비

로부터 즐길 수 있는 이점들, 즉 제품 소비로 

인한 바람직한 결과를 혜택이라고 명명하였다

(Haley, 1968; Myers, 1976). Gutman(1982)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혜택을 상위의 

가치 및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인

의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제공하는 결과

로 정의하였다. 그가 제시한 수단-목적 사슬 상

에서 결과는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 

등의 개념과 연결된다. 지각된 혜택에 대한 개

념을 SNS 사용 상황에 접목하였을 때, 소셜 네

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대인 관계 및 교

우 관계의 구축 및 유지로부터 유래되는 사회

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Elliso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함으로써 친구 및 타인과의 상

호작용 및 친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로 개념화 될 수 있다.

2.1.2 지각된 위험

소비자 행동 문헌에서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은 소비자가 구매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브랜드 및 점포, 구매방식의 결정 등의 

선택 상황에서 인지하게 되는 주관적인 위험으

로 정의되며, 객관적이고 확률적인 위험과는 구

별된다(Bauer, 1960).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결

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기

인하는 지각된 위험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유발

되는 손실의 기대치라 할 수 있다(Cox, 1967). 

이러한 지각된 위험은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품

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발

생하기 때문이다(정영수･정철호, 2007).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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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위험이 온라

인 쇼핑환경에서 소비자의 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의 

여러 요소를 제시하는 연구가 존재하는 등 지

각된 위험은 온라인 쇼핑의 주요 변수로 다루

어져 왔다(Forsythe and Shi, 2003; Jarvenpaa 

and Todd, 1997). 

지각된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

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인 커뮤니티를 사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

출, 경제적 손실 및 과도한 시간 투자 등의 다양

한 위험 역시 존재할 수 있으며(김종기․김진

성, 2014; 정영수․정철호, 2007), 친구 및 지인

과 상호작용 및 친분 유지를 위해 카카오톡과 

같은 MIM을 이용할 때에도 유사한 위험이 존

재한다. 따라서 메신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을 연구모형

에 포함하고자 한다.

2.2 메신저 및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

과 개인 간의 신뢰(trust)가 사용자의 이용의도

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

하였다(Corbitt et al., 2003; Donney and Cannon, 

1997; Gefen, 2000; Salam et al., 2005). 신뢰는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제약하지 않더라도 신뢰 

대상자가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긍

정적인 기대를 갖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취약성 

노출을 감수하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Mayer 

et al., 1995). 따라서 상대방을 신뢰할 경우에는 

이익이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때 어느 정도

의 손실을 감수하게 되며(Williamson, 1993), 

소비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내하게 해주는 신뢰

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의도나 구매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는 달리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무료 메신저 서

비스를 바탕으로 한 추가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따라서 메신

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뿐 아니라 이를 포함

한 전체 시스템의 플랫폼 신뢰도를 구분하여 

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2.2.1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신뢰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의 행

동 혹은 그들이 따라야할 규범에 대한 기대로 

정의되며, 이러한 신뢰는 개인, 대상(제품), 조

직(회사), 기관(정부) 등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Barber, 1983). 신뢰는 온라인 거래에서 만족

스럽거나 기대되는 결과를 창출하는데 핵심 역

할을 수행하며(Flavian and Guinaliu, 2006; 

Pavlou, 2003; Wu and Cheng, 2005), 온라인 

구매에서 소비자 신뢰는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다(McCole and Palmer, 2001).

MIM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MIM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갖는 신뢰는 중요한 요

인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처음 MIM에 가입

할 때,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

보를 등록하게 되며, 이런 정보는 이용자가 동

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과 공유되거나 심지

어 제3자에게 판매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방식

으로 사용될 수 있다(Zhou et al., 2010). 카카오

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이용자들이 공적인 

대화 뿐 아니라 친구 및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

를 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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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외부로 

노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카카오톡은 압도적인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

는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카카오, 2016),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카카오톡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개인 정보 관

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2 플랫폼 대한 신뢰도

플랫폼은 이질적인 고객집단 혹은 이용자 사

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나 거래를 지원하는 가

상적,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통칭하며(이상규, 

2011), 서로 다른 고객집단을 연결하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Eisenmann et 

al, 2006). 카카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무료 

MIM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2년 게임 및 사

진기반 소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2013년 

만화, 소설 등에 대한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지 등을 출시하면서 서비스를 다양

화하였다. 이후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

이,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 택

시 호출앱인 카카오 택시 등 카카오 계정을 기

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MIM 서

비스 제공자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

하였다(김진영․김민용, 2013; 정희석, 2012).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카카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TAM은 개인의 정보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 주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을 제시하고 있

으며(Davis, 1989), 많은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Davis et al., 1989; Doll et al., 

1998; Segars and Grover, 1993). Gefen et 

al.(2003)은 신뢰를 추가한 확장 TAM을 제안

하였다. 또한 차훈상(2012)는  소비자들의 온라

인 구매 행동에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사용자 믿음을 고려

했을 때 신뢰는 주로 역량(ability), 진정성

(integrity), 자비(benevolence)를 포함한다(Gefen 

et al., 2003; Kim et al., 2008; Palvia, 2009). 

역량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보유했음

을 의미하고, 진정성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약속

을 지키고 이용자를 기만하지 않는 것을 뜻하

며, 자비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가

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신뢰도를 차용하여 플랫

폼 신뢰도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도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플랫폼 신뢰도가 이모티콘 구매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일 것으

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3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은 정보 시스템

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DeLone 

and McLean, 2003) 모바일 SNS 플랫폼의 안

정성, 반응 속도, 사용용이성 등을 반영한다

(Nelson and Todd, 2005; Wixom and Todd, 

2005). 만약 모바일 SNS 및 MIM을 비롯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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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불안하거나 상대적으로 

느리다면 안정성과 반응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쳐(Zhou et al., 2010), 결국 소비자에게 외

면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PC와 비교하여 모바

일 단말기는 화면이 작고 입력 장치가 불편하

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이

용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

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속도 

등은 결국 이용자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갖는 믿음이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여 본 연구 모형의 주요 변수로 설정

하였다.

2.4 이모티콘 구매의도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

(emotional icon)를 의미한다(Luor et al., 2010). 

인터넷의 초기 도입 시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각적 기호가 다양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최지은, 2015). 이모티콘

의 다양화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고 명

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졌고, 특히 이모티콘이 

오프라인 상의 대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

어적 단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언

어적 메시지 못지않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Luor et al., 2010). 

이모티콘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스

턴트 메시지에서의 사용 현황이나 감정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대화 메시지의 사용 맥락에서 이모티콘이 사용

되는 다양성과 빈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거나

(Tossell et al., 2012), 사회적 맥락을 업무적인 

맥락과 사회, 감정적인 맥락으로 나누어 후자일 

때 전자보다 이모티콘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Derks, 2007). 그리고 메

시지에 사용된 이모티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이 정보의 풍부함(information richness),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즐거움

(enjoyment), 개인적 상호작용(personal interaction)

으로 구분됨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Huang et 

al., 2008). 이런 연구들은 이용자들의 이모티콘 

사용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지만, 이모티콘을 통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증대 등 수익 창출 활동

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이모티콘을 제공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유료 이모티콘을 출시하

여 무료 메시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수익 창

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의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모티콘 이외의 

다른 모바일 콘텐츠의 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연

구도 게임 아이템 구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몰입, 참여와 도

전, 사회적 상호작용, 재미, 서비스 품질 등이 

온라인 게임의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게임 아이템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김

제영, 2006; 냉대위, 2009). 또한 모바일 소셜 

네트위크 게임 아이템의 구매의도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과 인지된 확산정도가 유료 아이템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도 존재한다(김재민 외, 2013). 본 연구는 게

임 아이템을 제외한 모바일 콘텐츠, 특히 MIM

에서 사용되는 유료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의도

를 다룬 탐험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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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유료 이모티콘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기업의 전략 수립에 도

움이 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ngel et 

al.(1995)은 태도와 신념이 행동으로 옮겨질 확

률로 소비자의 계획 혹은 예측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구매의도가 구매행동과 접한 관련

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함으로써 실제 이모티콘

의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Ⅲ.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3.1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메신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혜택과 위험은 별개의 차별화된 개념으로 두 

개념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Finucane 

et al., 2000). 예를 들어 모바일 쇼핑의 경우, 이

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다

는 혜택을 지각하는 반면, 제품을 직접 경험하

고 구매결정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위험

을 높게 지각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지각된 혜택과 위험을 온라인 및 모바일 소비

자 행동의 주요 선행 변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태민･이은영, 2005; 정영수･정철호, 2007; 

Debatin et al., 2009; Ellison et al., 2007; 

Ibrahim, 2008; Tufekci,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이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카카오톡은 그 특성상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한 가입 정보와 대화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메신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혜택과 지

각된 위험이 메신저 신뢰도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에 대한 

지각된 혜택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메신저 신뢰도가 시스템 품질과 플랫

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정보와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신

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러한 특성은 특히 시스템 품질의 안정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잘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플

랫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시스

템 품질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반대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지각하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

다는 뜻이므로,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

록 시스템 품질도 좋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임소진(2016)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성

을 플랫폼 충성도의 주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

는데,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도가 카카오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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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성도 및 카카오플랫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메신저에 

대한 신뢰성이 메신저에 대한 충성도 및 플랫

폼 충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충성도를 통해 플랫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의 개념 및 변수 간 관계와 정확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메신저의 대한 충성도 및 플랫폼의 충성도 사

이의 관계를 통해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

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메신저 신뢰도가 

시스템 품질과 플랫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3: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는 플랫폼의 시스

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시스템 품질이 플랫폼 신뢰도에 미치

는 영향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

입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이용자의 신뢰 구

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노미진･

황보충, 2016; Zhou et al., 2010). 이와 관련하

여 Zahedi and Song(2008)은 시스템 품질이 플

랫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Vance et al.(2008)은 모바

일 상거래 기술에 있어서 시스템 품질이 사용

자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도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여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품질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플랫폼의 시스템 품질은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플랫폼 신뢰도가 이모티콘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

신뢰는 온라인 거래에서 만족스러운 기대 결

과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Flavian and Guinaliu, 2006; Pavlou, 2003; Wu 

and Cheng, 2005), 선행 연구 역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McKnight et 

al., 2002; Verhagen et al., 2006). 즉, 서비스 제

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깊을수록 구매의

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바일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신뢰, 네트워크 신뢰, 모바일폰 신뢰 

등의 기술 신뢰가 모바일 뱅킹에 대한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srek et 

al, 2014), 스마트 뱅킹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 이용의도가 모바일 플랫폼의 종류에 따

라 차이가 있다는 실증 연구(김도형 외, 2015) 

등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신뢰가 깊을

수록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아래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6: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이모티콘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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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신뢰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지각

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 시스템 품질 및 플랫폼

에 대한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메신저

에 대한 신뢰도,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품질과 이모티콘 구매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

도 등 관련 변수들 간 관계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Ⅳ.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대구/경북 소재 대학 2

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험대상자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을 통해 작성

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20

개가 배포되었으나 불성실하게 답한 10개의 설

문지를 제외한 310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실험대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4.2%, 55.8%였으며, 대구/경북 소재 대

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72.9%, 수도권 소재 대

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27.1%였다. 설문에 참

여한 실험대상자들은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0대가 97.1%로 대다

수를 차지하고, 소수의 10대(2.3%)와 30대

(9.6%) 역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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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7 44.2

여성 173 55.8

나이

20세 미만 7 2.3

20~29세 301 97.1

30대 이상 2 0.6

직업 대학생 309 100

대학

소재

수도권 84 27.1

대구/경북 226 72.9

<표 1> 표본의 일반  특성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주요 측정 개념은 지각된 혜택, 지

각된 위험,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시스템 품질,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이모티콘 구매의도였으

며, 측정 도구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개념에 대한 측정 항

목을 도출하였다. 지각된 혜택은 실험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혜택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친구 및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만약 내가 카카오

톡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연

락(접촉)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상에

서 카카오톡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등의 3개 문

항을 사용하였고, 지각된 위험은 카카오톡을 사

용하면서 느끼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나는 카카오톡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로부터

의 접근이나 스토킹 또는 괴롭힘을 당할지 걱

정된다’, ‘나는 카카오톡으로 인해 내 개인정보

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될까 걱

정된다’ 등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Chang 

and Heo, 2014; Debatin et al., 2009).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춘 ‘카카오톡은 신

뢰할만한 소셜 메신저이다’, ‘카카오톡은 내 개

인정보를 잘 관리할 것이라 믿는다’, ‘카카오톡

은 승인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내 개인정

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카카오톡

은 약속을 잘 지키리라 믿는다’ 등의 4개 문항

을 활용하였다(Fogel and Nehmad, 2009). 시스

템 품질은 이용자들이 카카오 시스템에 대해 

지각하는 안정성 및 사용용이성의 정도로 측정

하였고, ‘카카오 플랫폼은 안정적이다’, ‘카카

오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다’ 등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Lin, 2008; Zhou et al., 2010). 또한 

카카오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이용자가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해 지각하는 진정성 및 자비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갖는 믿음의 정

도를 묻는 ‘카카오 플랫폼은 믿을 수 있다’, ‘카

카오 플랫폼은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용자

의 혜택도 고려한다’ 등의 2개 문항을 활용하였

다(Gefen, 2002).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의도는 이모티콘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도

를 묻는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은 가치 있다

고 생각한다’, ‘나는 향후 이모티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모티콘 구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등의 3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Andrade, 2005). 설문에 사용된 모든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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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5.1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각 개념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

에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를 측정하

였다.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메신저 신뢰

도, 시스템 품질, 플랫폼 신뢰도, 이모티콘 구매

의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790, 0.701, 0.917, 0.695, 0.738, 0.936으로 

Nunnally(1967)가 제시한 신뢰도의 기준인 0.6

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의 신뢰

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성

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향요인과 결

과요인을 모두 포함한 측정모델을 검증하였으

며(Bollen, 1989), 측정변수가 각각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통

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값이 0.5이

상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합

성신뢰도 역시 모두 0.6이상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

났다(Bagozzi and Yi, 1988). 

또한 구성 개념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개념

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평균분산추출값을 

초과하지 않아 본 연구 자료는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모형에 대한 각 

적합도 지수를 보았을 때, Chi-square값은 

207.081(p=0.00), RMSEA는 0.065, NFI는 

0.930, TLI는 0.945, CFI는 0.959로 나타났다. 

Chi-square값은 표본크기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Bentler and Bonett, 1980), 주로 자유도

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본 모형의 Chi-square

값을 자유도 90으로 나눈 값은 2.301로 권장 수

준인 3.0보다 작게 나타나 본 모형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구동모, 2013). 또한 RMSEA의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0.05미만이면 좋은 적합

도(close fit), 0.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reasonable fit), 0.1미만이면 보통적합도

(mediocre fit), 0.1이상이면 수용불가능

(unacceptable fit)을 나타내는데(Browne and 

Cudeck, 1993), 이 기준에 따르면 RMSEA가 

0.065인 본 모형은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

다. 마지막으로 CFI 계열의 지수들의 권장 수용

수준은 0.9이상(Hair et al., 1998)인데 본 모형

의 지수들은 모두 0.9이상으로 평가기준을 만

족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본 해당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고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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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표  요인 
재치

t값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 AVE

지각된

혜택

1 0.841 -
0.790 0.701 0.5712 0.722 10.994

3 0.696 10.771
지각된

위험

1 0.999 -
0.701 0.605 0.649

2 0.548 11.516

메신저

신뢰도

1 0.717 -

0.917 0.845 0.734
2 0.821 14.221
3 0.929 16.090
4 0.941 16.267

시스템

품질

1 0.796 -
0.695 0.619 0.547

2 0.679 9.046
플랫폼

신뢰도

1 0.911 -
0.738 0.685 0.621

2 0.642 10.590

구매

의도

1 0.905 -
0.936 0.818 0.8332 0.939 26.511

3 0.894 24.031

<표 2> 신뢰도 분석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지각된
혜택

지각된 
험 

메신  
신뢰도

시스템 
품질

랫폼 
신뢰도

이모티콘
구매의도

지각된 혜택 1

지각된 위험 0.009 1

메신저 신뢰도 0.315** -0.244** 1

시스템 품질 0.240** -0.081 0.431** 1

플랫폼 신뢰도 0.247** -0.111 0.661** 0.730** 1

이모티콘 구매의도 0.126 0.356** 0.059 0.154* 0.141* 1

*p<0.05, **p<0.01

<표 3> 상 계수

5.2 가설검증

측정 모형에 제시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증한 후,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요인 간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구조모

형의 Chi-square값 258.054을 자유도(df)인 98

로 나눈 값은  2.633으로 역시 권장 수준인 3보

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값은 0.073, 

NFI는 0.913, TLI는 0.931, CFI는 0.944로 나

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 값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모형에 대한 경로별 유의성에 대한 검

증 결과 우선, 지각된 혜택이 메신저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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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표준경로계수=0.319, 

t=4.911, p<0.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이 메신저 신뢰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2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 지지되었다(표준경로계수

=-0.244, t=-4.331, p<0.001). 메신저 신뢰도가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한 가설 3을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나 지지되었다(표준경로계수

=0.436, t=5.686, p<0.001). 가설 4는 메신저 신

뢰도가 플랫폼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고(표준경로계수=0.424, t=6.993, 

p<0.001), 시스템 품질이 플랫폼 신뢰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표준경로계

수=0.541, t=7.401, p<0.001), 가설 4와 가설 5

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신뢰도가 이

모티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표준경로

계수=0.139, t=2.225, p=0.026).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6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이

상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메신저 신

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메신저 신뢰도

와 시스템 품질, 플랫폼 신뢰도 및 이모티콘 구

매의도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플랫폼의 중추라 볼 수 있

는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품질을 

포함한 구조 모형을 통해 플랫폼 신뢰도의 영

향 요인과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이모티콘 구매

의도 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메신저와 같은 

무료 서비스로부터 이모티콘 판매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

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설 경로 표 경로계수 t값 검증 결과

1 지각된 혜택→메신저 신뢰도 0.319** 4.911 채택

2 지각된 위험→메신저 신뢰도 -0.244** -4.331 채택

3 메신저 신뢰도→시스템 품질 0.436** 5.686 채택

4 메신저 신뢰도→플랫폼 신뢰도 0.424** 6.993 채택

5 시스템 품질→플랫폼 신뢰도 0.541** 7.401 채택

6 플랫폼 신뢰도→이모티콘 구매의도 0.139* 2.225 채택

Fit Statistics:χ2＝258.054(p＝0.000, d.f＝98) RMSEA＝0.073, NFI＝0.913, TLI＝0.931, CFI＝0.944 (p<0.05*, 
p<0.001**).

<표 4>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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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라인 및 모바일 구매와 관련하여 주

요 변수로 활용되었던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무료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구매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전자 상거래 상황 뿐 아

니라 대화 내용의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가 중

요한 무료 메신저 서비스 역시 소비자의 지각

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다양한 무

료 이용 콘텐츠의 신뢰도 및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핵심 서비스에서 파생된 유료 서비스

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여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핵심 서비스인 카카

오톡에 대한 신뢰도 뿐 아니라 카카오가 운영

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품질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유료 서비스인 이모티콘에 대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유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지각하는 시스

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

이드 할 때 그 개선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 시 많은 경

우 소비자들이 개선점을 느끼기보다 크게 달라

진 점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인식을 가진다. 지

금도 시스템 업데이트의 개선점에 대해 알리기

는 하지만 시스템 품질에 대한 지각이 플랫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선점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설

문에 참여하면 플랫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캐시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하여 시스템 업데이트의 개선점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지각하는 시스템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충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무료 서

비스를 레버리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신저에 활용되는 유료 이모티콘에 대

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신

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 대한 신뢰

도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PR 활

동을 수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

한 수익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매출 증대 및 기업 가치 상승이 가

능할 것이다. 제조 기업은 카카오톡에서 이용되

는 이모티콘의 캐릭터를 화장품 등의 상품 패

키지에 활용하거나, 의류 및 일상용품의 디자인

에도 적극 활용하여 친근한 캐릭터로 인한 매

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반면, 카카오톡 및 카카

오플랫폼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존재감을 오프

라인 환경에서도 확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이론 및 실무적 함

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제

공자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

인 카카오톡이었다. 이미 많은 이용자가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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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

의 요인 간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카카

오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변수 자체의 

특성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실험대상자들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플랫

폼에 대한 신뢰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높다. 보다 명확한 변수 간 검증을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가

상의 브랜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다 구체적

으로 이들 변수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신뢰

도 뿐 아니라 시스템 품질 및 플랫폼 신뢰도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에서는 실험대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특정하여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을 측정하였으나, 이

들 변수가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이외의 다른 

변수(예: 시스템 품질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

각된 위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대상자는 모두 대학생으로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60대 이상의 직장인까

지 메신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대 대학생들을 주요 표본

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

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와 연관된 하나의 서비스, 

즉 유료 이모티콘 구매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미 카카오는 게임, 음악, 택시 서비

스 등 메신저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될 연구에

서는 메신저 서비스와 관련된 유료 사업 뿐 아

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하여 본 연구를 확

장시킨다면 보다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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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rust in Mobile Instant Messenger and Platform 
on Mobile Contents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Kakao 

Platform and KakaoTalk Emoticon

Bohee Jung․Hanku Kim

Purpose 

Mobile phones increase the frequency and speed of communication. The most popular mobile 

application in Korea is KakaoTalk, one of the mobile instant messenger(MIM) services. Although 

studying mobile services such as SMS, SNS and SNG suggests drawing upon theories in marketing, 

consumer behavior, psychology to investigate their personal use, research on MIM is scarce. We 

designed this paper to fill this gap.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consumers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purchase intention to emoticons in context of 

MIM. 

Design/methodology/approach

Data was obtained from 310 KakaoTalk users in Korea via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model. 

Specifica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risks, trust in messenger service, system quality, trust in platform, and emoticons purchase 

intention.

Find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risk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rust in MIM service(e.g. KakaoTalk). Specifically, while perceived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MIM service, perceived risks had a negative effect on trust in 

MIM service. Second, trust in messenger service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system quality. 

Third, trust in messenger service and system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platform(e.g. 

Kakao platform) directly. Lastly, trust in platfor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cons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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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in KakaoTalk messenger.

Keyword: Mobile Instant Messenger, Emoticons,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Risk, System 

Quality, Trust,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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