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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티커 사용자 선호도 분석 

이창욱
단국대학교 공연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Analysis on User Preference of Mobile Stickers

Lee, Chang Wook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모바일의 기술적 발전은 인간의 삶에 있어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스마트 환경 안에서 모바일은 
다양한 범위 확산과 영역의 확대로 넓혀가고 있다. 모바일 환경 안에서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선의 방안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모바일 스티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모바일 스티커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선호도 분석을 통해 모바
일 스티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모바일 환경,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 선호도, 

Abstract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has brought a rapid change in people’s lifestyle. Mobile is 
currently expanding its scope and diffusing the range in diverse fields of smart environments. Many of the 
means are being used as an alternative of communication by users in the mobile environment. Among them, it 
is currently in an increasing trend of using mobile stickers as a means for communic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mobile stickers as a means for communication and seek for a direction of development of 
mobile stickers through analysis on user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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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

고 원하는 정보를 바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이다. 

모바일은 빠르게 발 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로 인해 다

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은 소통의 장으로서 시장을 넓 가고 있

으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은 사용자

의 감성을 과 더불어 다양하게 표 하고자 하는 욕구

를 만들고 있다. 

모바일 스티커는 커뮤니 이션을 하는 사용자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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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더 명확하면서 풍부한 표 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실제로 사용자 선호도 조사1)를 통해 나타

난 분석을 보면 정 인 시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재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로벌 메신

의 특징은 랫폼이 있는지 없는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비(非) 랫폼 메신 로는 왓츠앱(whats app)과 페이스북

(face book) 메신 이고, 랫폼 메신 로는 텐센트의 

챗(we chat)과 네이버의 라인,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등을 들 수 있다. 모바일 스티커는 랫폼 메신 의 비즈

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콘텐츠의 

발  황을 고찰하여 모바일 환경 안에서 모바일 스티

커의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의 사

용자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 안에서 커뮤니 이션의 표  

방법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스티커의 발  배경을 고찰하

고 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해 주요 모바일 

메신  앱의 황을 살펴보고  국내. 외 모바일 스티커 

성공사례를 분석하고자 하 다. 

국내 사례로는 네이버의 “라인” 과 “카카오톡”, 해외 

사례로는 “ 페이스 북(face book) ”분석하 다. 사례분석

을 통해 모바일 스티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 다. 

2. 모바일 스티커의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캐릭터 기원과 개념  

캐릭터2)를 사용한 상품을 [캐릭터 상품] 이라고 한다. 

캐릭터상품의 역은 식음료, 완구, 문구, 의류, 잡화 가

1)  http://trendmonitor.co.kr
2) 1920년대 미국에서는 ‘뽀빠이’,‘미키마우스’등 애니메이션의 

폭발적 인기로 여러 가지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부터 미국에서는 모든 상품화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에 애니
메이션 주인공을 가리켜 ‘팬시플 캐릭터(fanciful character)'
라고 명명한 것으로부터 캐릭터란 용어가 시작되었다.

  동경광고마케팅연구회, 캐릭터 마케팅의 이론과 전략, 김휘  
  진 집필, pp48, (주)케이에이디디, 1999, 

정용품 등 각종 오 라인(off-line)과 e-카드와 같은 온라

인(on-line)상품에서 모바일(무선인터넷) 캐릭터까지 그 

범 가 확장되었다. 넓은 개념의 모바일 캐릭터는 모든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캐릭터를 의미한다.3).

캐릭터를 모바일에 용하게 된 것은 이동통신 사용

자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의 NTT Docomo4)가 유료 콘텐

츠로 모바일 캐릭터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다. 모바

일 캐릭터는 이동통신 메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

순 문자메시지를 래시 애니메이션 는 GIF 애니메이

션과 같은 동 상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친근하고 생동

감 있는 메시지를 달하기 해 출발하 다. 

기 국내 사용자들은 각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캐릭터를 선택, 구매한 후 자신의 이동 화에 다운로드

하여 핸드폰 화면을 장식하거나 원하는 상 에게 동 상 

그림 메일의 형태로 송하 다. 그러나 IMT 2000의 상

용화로 모바일 캐릭터를 이동 화에서 바로 선택 다운

로드  송하게 되었으며, 모바일 캐릭터는 사용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원하는 캐릭터와 함께 시간과 장

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송하거나수신할 

수 있어 캐릭터 상품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각 받고 

있다.5)

2.2 모바일 스티커의 발전 현황

재 우리나라의 모바일 사용자들은 통신 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로 풍부한 콘텐츠

를 이용하여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세

계 캐릭터 시장은 년 비 3.4 % 증가한 1,630억 달러

로 망되며, 온라인/모바일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디지

털 캐릭터는 약 59억5,100만 달러로 체 시장의 3.7를 차

지하고 있다. 디지털 캐릭터의 76%는 온라인상에서 유통

되고 있으며 , 2%는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이

며 향후 스마트폰, 태블릿등 기기의 활용이 지속, 확 됨

에 따라 모바일 시장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모바일 스티커는 모바일 캐릭터인 ‘이모티콘’에 일러 

3) Young Kon Kim, This is the mobile business. Bibicom press, 
pp.38, 2002

4) 일본최대의 통신회사. 1985년에 민영화 되었다.
5) Yeon Sung Song, A study of the parody type and attitude of 

accepts people in mobile character design, pp 24-25, MA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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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인사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

함한 아시아 모바일 메신  업체들은 인기 캐릭터와 유

명인 등을 스티커로 만들어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늘어나자 아시아권에 심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는 페이스북은 무료로 스티커를 제공하는 함으로서 

본격 으로 세계 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SNS의 발달은 모바일 캐릭터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013년 기 으로 

SNS를 통해 송된 메시지 건수는 27조 5,000억 건으로 

모바일 메신 에서 활용되는 이모티콘과 스티커등의 디

지털 캐릭터 등도 함께 성장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3].6) 

[Fig. 1] On line/Mobile Character market’s scale 
and component ratio [3] 7)

3. 모바일 스티커의 사례

모바일 환경의 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메시징 애

리 이션(모바일 메신 )들은  비(非) 랫폼과 랫폼으

로 나  수 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 는 비(非) 랫폼 메신 이

며, 페이스북과 달리 페이스북 메신 는 메시징만 추구

한다. 페이스북이 23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WhatsApp 역시 ' 고·게임·속임수는 없다(no ads, no 

games, no gimmicks)'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

본 인  ' 상통화의 선구자' 스카이 와 탱고 메신  등

도 랫폼과 무 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반면 랫폼 메신 로는 텐센트의 챗과 네이버의 

6) KOCCA,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 character digital 
distribution Present and Future, pp.175-176, 2013

라인,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등이 있다. 메시지 송·수신

으로 늘린 이용자를 바탕으로 게임과 고, 쇼핑은 물론 

융까지 역을 확장하고 있다. WhatsApp이 총가입자 

7억 명으로  세계 모바일 메신  가운데 가장 많은 가

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표 모바일 메신

 인 Kakaotaik과 LINE도 각각 1얼 3,000명, 4억3,000명

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부분인   

 Kakaotalk과는 달리 LINE은 일본 동남 아시아등 해외

에서 인기가 있다.

주요 국가의 모바일 메신  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Popular mobile SNS usage trends of 
major national[3]

Division
Parent 

company
Nation

Service

release

Operating 

profit

(2013)

Major 

Market

WhatsApp
Face

book
US 2009 90,000,000

US, EU, 

South US,

Central 

and South 

America 

Wechat Tencent CN 2011 -

China, 

East South 

Asia

Line Naver KO 2011 760,000,000

Japan, 

Taiwan,

Thailand,

Korea, 

Spain

Kakaotalk Kakao KO 2010
61400,000,

000

Korea, 

Philippines

Tango Alibaba US 2010 -
US, Middle 

East

3.1 국내 모바일 스티커 사례 

최근에는 스티커가 새로운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자

리 잡고 있다. 모바일 스티커는 짧고 쉽게 자신의 감정이

나 의사를 달할 수 있고 길게 말을 쓰지 않아도 스티커

만으로도 화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카카오톡, 마이피

, 라인 등 모바일 메신 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 으

로 ‘라인’과 “카카오톡”의 모바일 스티커의 사례를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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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LINE

라인은 스티커 매 매출은 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있다. 

[Fig. 2] LINE mobile sticker

국내에서는 시장 유율이  Kakaotalk에는 리지만 

해외에서는 높은 인기를 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철 한 

지화 략에 기인한다. 라인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스

티커 제작에 지 카투니스트(Cartoonist)와 스티커를 함

께 디자인하고 있다.  지 유명인이나 개별 국가 상황

을 고려한 스티커들을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라마단 특별 제작 스티커를 선보이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  스티커를 제공한다.

[Fig. 3] Dedicated Sticker of LINE in Argentina, 
Mexico[7]

[Fig. 4] Exclusive mobile sticker of LINE in US

수백여 종의 발랄한 스티커부터  드리마속의 이미지

나 방송 로그램을 활용한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별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화 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3.1.2 Kakaotalk

카카오톡은 국내 유율 1 로 국내 메신  사용자 이

용하고 있다. 지난해 스티커나 이모티콘을 매해 얻은 

수익은 약 35억 원에 정도이며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는 그룹채 을 지원하는 로벌 모바일 소셜 

랫폼인 카카오톡은 203여 개국에서 13,000만명이 사용하

는 메신 로 체 가입자의 9 4%- 97 %를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가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톡 아이템스토어(Kakaotalk Item Store)통해 

자체 제작된 모바일 캐릭터 스티커가 매되고 있으며, 

‘폼(Porm), ’모그마(Mogma)‘, ’조(Joe)‘의 세가지 패키지 

가 성공을 거두었다.

[Fig. 5] Mobile sticker of Kakaotalk

3.2 해외 모바일 스티커 사례 

3.2.1 페이스북

세계 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도 스

티커 서비스에 시작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SNS상에서 제공하던 모바일 메신 를 별도 

앱으로 분리하면서 무료로 스티커를 제공 이다. 최근

에는 아시아 사용자 취향에 맞춰 한국, 일본, 국 등의 

유명 디자이 들과의 업을 통해 스티커를 선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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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Kakaotalk, Business Marketing Stickers 

[Fig. 7] Facebook sticker 'bald uncle and friends

4.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 선호도 분석

모바일 메신 로 소통을 하는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

다. 사용자들은 의미 달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자신을 표 할 스티커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늘

고 있다. 

재 모바일 메신 를 사용하고 있는 국 19-59세 남

녀 1000명을 상으로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했다.8)

[Fig. 8] Facebook stickers designed for the 
Korean

(

Mobile sticker use experience All (1000)

Not used at all. 9.0

Do not use much at all. 15.9

Tend to use sometimes, 42.8

The most often used. 32.3

<Table 2> Mobile sticker evaluation experience[10]

모바일 스티커를 한번 이상도 사용한 응답자는 체

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모바일 스티커를 사용하는 상과, 상황에 

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bile sticker use target All (1000)

Lover /friend 5932

Same Gender friend 39.0

Different Gender friend 36.1

Younger sister 30.9

Sister/brother 30.5

<Table 3> Mobile sticker use target[10]

사용자들이 모바일 스티커를 사용하는 상은 지인들

8) 모바일 스티커(이모티콘) 관련 조사, Trandmonitor,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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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친 감을 유지하

고 싶을 때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Evaluate the pros and cons All (1000)

Many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2.4

Many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45.6

Both pros and cons 43.2

Do not know. / No Answer 8.8

<Table 4> Mobile sticker evaluate the pros and 
cons [10]

모바일 스티커에 한 장단  평가에서는 <Table 4>

에서 나온 결과에서 보듯이 정 인 시각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모바일 메신  사용자의 45.6%는 모바일 스티

커가 단 보다 장 이 더 많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단

이 더 많다는 부정 인 평가는 2.4%에 불과했다. 특히 연

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스티커의 단 보다 장 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를 보 다.

Evaluate the pros and cons reason

All (888)

1 Rank / 

redundant

Content can be fun to express want to say 20.2 / 54.5

More fun conversations. 15.8 / 46.1

The expression can be made more diverse 14.9 / 45.3

Can be circumvented by express negative 

emotions
10.1 / 30.3

Can express my feelings to be more 

exaggerated
11.9 / 30.3

Can easily ludicrous degree of affection 9.5 / 29.4

Time can be saved rather than hitting the 

text
6.4 / 18.9

Conversation easier with awkward person 4.6 / 16.7

<Table 5> Mobile sticker benefits assessment 
reason[10]

<Table 5>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면 모바일 스티커

의 장 이 많다는 사용자들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모바

일 스티커의 장 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재미있게 표

할 수 있는 에 가장 크게 주목했다 . 화 내용이 보

다 재미있어지며(46.1%), 표 을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

는 (45.3%) 같이 화의 재미 측면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표 의 재미를 ,20

와 연령이 낮을수록 ‘표 의 다양화’를 모바일 스티커의 

장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도 요한 장 으로 꼽혔다. 한, 부

정 인 감정을 우회 으로 표 할 수 있고(30.3%), 쑥스

러운 애정표 도 쉽게 가능한(29.4%) 도 모바일 스티커

의 장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Using context-sensitive helping table All (1000)

To express intimacy 4.11

To release the person's mood 3.97

To have the sense to others 3.98

If you want to look cute to others 4.01

To give realistic and show my facial expressions 4.03

When you express sorry for party 3.89

When you say nothing to having a chat. 3.89

To announce tha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versation
3.83

When awkward with others 3.89

To talk to the other party good painter Drumsticks 3.87 

If you want to show my easygoing 3.76 

When you want to appeal to my self-confidence 3.75

When you want to end the conversation quickly 3.66

A serious conversation with the other person. 3.41

When you possess the courtesy 3.48

<Table 6> Using context-sensitive helping table 
of mobile sticker  [10]

모바일 스티커를 사용하는 상황은 ‘친 감을 표 할 

때’, ‘상 방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을 때’, ‘상 방에게 센

스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상 방에게 귀여워보이고 싶을 

때’ 등 체로 상 방에게 정  이미지를 달하고 싶

을 때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 의를 갖춰야 할 때’, ‘진지한 화를 나 고 싶

을 때’는 스티커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스티커 사용이 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체로 정 이고, 특히 친 감을 표 할 때 스티커 사

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가장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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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on future mobile sticker

All

 (1000)

redundant

Mobile Forward Sticker (emoticons) users 

will increasingly grow
70.7

Future mobile sticker (emoticons) market has 

growth potential
69.1

Forward overseas mobile sticker (emoticons) 

that will increase
64.1

Using a mobile advertising stickers (emoticons) 

will be greater in the future effect
60.6

Korean people seem to like toxic Mobile 

Sticker (emoticons)
55.9

Nowadays Sticker (emoticons) dialogue is the 

trend
52.4

Mobile Sticker (emoticons) is only through 

the item of Asian
14.3

<Table 7> Outlook on future mobile sticker [10]

한 모바일 스티커 시장의 성장에 한 망에 한 

조사에서는 10명  7명은 향후 가능성이 있으며(69.1%),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도  늘어날 것(70.7%)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에서도 모바일 스티커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64.1%로 많았으며, 향후 모바일 스티커

를 활용한 고 효과도 클 것이라는 상 한 60.6%로 

많았다

Purchase 

Experience

(1000)

Male

(500)

Female

(500)

20's

(250)

Graduate

(104)

21.1 15.0 27.2 29.6 28.8

<Table 8> Related products purchase rate of 
mobile sticker [10] 

한편, 모바일 스티커 련 제품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체 10명  2명(21.1%)는 모바일 스티커를 유료로 구

매한 경험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스티커

의 유료 구매 경험은 여성(27.2%)과 20 (29.6%)가 상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했다. 스티커를 유료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감정을 표 하는 스티커를 사용

하고 싶어서(67.8%) 으며, 좋아하는 캐릭터를 갖고 싶

거나(45%), 남들에게 없는 스티커를 갖고 싶어(25.6%) 

구입하는 경우도 지 않았다.

5. 모바일 스티커의 발전 방향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모바일 스티커는 

의미 달의 범 를 넘어 커뮤니 이션의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

모바일 스티커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고, 개성 있고 독득한 이미지 개발되고 있다. 콘텐츠 개

발의 다양성은 특히 이미지가 업그 이드되어 동  이미

지로 발 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 나타난 캐릭터

의 변화 두 역의 교차 에 있음을 알게 한다. 모바일 

캐릭터의 성장은 캐릭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바일 캐릭터 제작에 방향성을 제시하

고 있다.

아직 톡스(Talkz) '말하는 스티커(Talking Sticker)'라

는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하 다. 요즘 메신  서비스에

는 사진/동 상/ 치를 공유하는 기능이 기본 으로 들

어가고 음성메시지 송과 실시간 통화 기능까지 흡수하

고 있는데, 톡스가 선보인 기능은 스티커와 음성메시지 

송을 결합한 기능을 발 시킨 형식이다.

   

[Fig. 9] Talks image [11]

톡스는 기본 으로 제공하는 스티커(캐릭터) 외에 자

신이 직  만든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을 

녹음해서 상 방에게 송할 수 있다. 즉, 내가 선택한 스

티커가 내가 녹음한 내용을 그 로 읽어주며, 음성을 녹

음하지 않고 텍스트로 입력하면 TTS로 변환된 음성을 

상 방에게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9)

한 국내의 모바일 메신  앱에서도 다양한 모바일 

9) http://mushman.co.kr/26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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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를 사용자들에서 제공하기 해 여러 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직업과 연령들을 분석하여 개성 있는 모

바일 스티커들이 제작되고 있다.  Kakaotalk의  ‘나애미

의 유쾌한 톡’이나 ‘상남자 마 가이‘, 흔한 직장인의 카

톡’은 사용자에게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선호도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바이스의 발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심의 인터넷 

연결 디바이스가 TV, 태블릿, 웨어러블 컴퓨터등 다른 

스마트 기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 로그

램의 스마트폰 이용 등을  모바일스티커가 다양한 스마

트 기기 이용행태로 변화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12]

[Fig. 10] Mobile sticker of Kakaotalk [13]
                ‘나애미의 유쾌한 톡’,흔한 직장인의 카톡’

6. 결론

 국내 모바일 스티커는 SNS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

이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모바일 캐릭터들을 의미

그 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 나름 로 주체 인 해석방법

을 통해서 이미지들의 의미창출과 해석이 완성되어진다

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지 까지 한 방향의 정보 달

식의 이미지가 아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14]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 선호도 조사10)를 통해 나타난 

분석을 토 로 비즈니스 모델로서 모바일 캐릭터의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10) http://trendmonitor.co.kr

모바일 스티커는 커뮤니 이션을 하는 사용자의 감성

을 좀 더 명확하면서 풍부한 표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용자 선호도 조사11)를 통해 나타난 분석을 보면 정

인 시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한 사용자가 직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시함으로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인 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스티커의 발 은 콘텐츠의 생산자, 공

자  이용자에 한 환경을 세부 으로 조사하고 분석

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 기

술 , 수용자 심  근이 종합 으로 어우러질 때 보

다 유용하고 경쟁력 있는 모바일 스티커 제작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15] 

모바일 스티커의 사용자는 자신을 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바일 메신  앱 상에 시각  이미지를 새로운 

의미의 창출과 해석을 통해 표 해 나아감으로 이를 

한 후속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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