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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선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손안의 PC인 

스마트 폰 보급의 확산으로 기존에 컴퓨터 기반의 

메신저 보다 이동성의 장점이 큰 MIM(Mobile In-

stant Messenger, 이하 MIM) 커뮤니케이션이 급속

도로 확산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마이스페이스 등의 서비스를 일컫는 SNS와 카카오

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의 서비스를 일

컫는 MIM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커

뮤니케이션을 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

만 SNS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인관계인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장

에 많은 의미를 두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1,2]. SNS에

서는 오프라인 친구들이 온라인 기반의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상에서만 맺어지는 친구들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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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오프라인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SNS 기반의 가상 환

경에 대한 이해, 온라인 대인관계 특성, 사용자의 사

용의도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한

편, MIM은 오프라인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점이 

SNS와 가장 차이가 나는 매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3,4]. SNS는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와 

정보 확산에 중점 되어있는 것과 다르게 MIM은 기

존 오프라인 네트워크인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MIM 커뮤니케이션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이모티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모티콘은 이전에 단순한 

상징적 기호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음성과 모션 지원

까지 가능한 동적인 이모티콘으로 발전하여왔다. 또

한 다양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이 출시되며 사용자들

은 이를 MIM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화 내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

은 예쁜 캐릭터 공유 이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

반적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

어 표현으로 구성이 된다[5]. 이중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제스처 등으로 언어적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로 모두 표현되기 어

려운 감성에 대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한편,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표현에 있

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언어적인 표현의 

한계로 정보에 오해가 생기거나 감성에 대한 공유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기능인 MIM에서 이모티콘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을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이 많다. 즉, MIM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자연스러운 표정과 제

스처 표현 및 감성의 공유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이모

티콘을 활용하여 비언어적 표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표현 행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인지되도록 하여 원활한 대인관

계를 유지하고 교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보편적인 

대인관계 욕구이다[6]. 일반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하며 자신

이 추구하는 이미지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7]. 온라

인 매체는 선별적 자기표현이 쉬워 오프라인의 면대

면 상황보다 자기표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MIM 매체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

상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선별적으로 이모

티콘을 사용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연결된 대인관

계에서의 이미지메이킹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MIM에서 오프라인 대

인관계로 연결된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모티콘의 활용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미지메이킹 가능성과 이모티콘을 통

한 자기표현 만족도 간에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되어지며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

자들의 적극적인 이모티콘 활용이 자신의 이미지메

이킹과의 관련성과 이모티콘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

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한다.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탐색적으로 이미지메이

킹 요소와 자기표현의 만족도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하고 이를 변수로 전환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

한다. 수립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여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

론으로 마무리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2.1 MIM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MIM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텍스트 기반의 

채팅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이모티콘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톡(Kakao-Talk), 라인(Line),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위챗 등의 대표적인 서비

스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보

급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용자의 대부분이 

MIM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8]. 이러한 MIM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전통적

인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

인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28]. 대인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자기표현 행위와 

커뮤니케이션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로, 두 사람

이 생각, 감성, 공감대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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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생활의 근간이 된다[9] 한편, 커뮤니케이션

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구성되며 자기

표현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10]. 자기표현 

행위는 대체로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를 선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

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에서 시작

된다[2, 9]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볼 때 커뮤니케이

션과 자기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선별적인 언어적, 비

언어적 자기표현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간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MIM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비해 비언어적 표현의 한계가 있으나 이모티

콘의 활용이 일정부분 이를 보완한다는 연구들이 많

이 보고되었다[5,10]. 특히 이모티콘의 다양화와 표

현방법의 발전은 온라인 기반의 MIM 커뮤니케이션

의 비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되

는 것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SNS는 MIM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SNS

는 온라인 기반의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정보와 자기표현을 확산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11,6].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상

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고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아로 그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MIM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기초를 두

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 또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2].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SNS와는 대인관계의 특성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즉, MIM 커뮤니케이션은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 자체에 많은 비중이 있는 점과 비언어적 

표현의 실시간성, 오프라인 대인관계 유지에 목적을 

두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면대면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

며 선택적인 자기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SNS 기반

의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2 이모티콘 활용과 비언어적 표현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이라는 뜻의 이모션

(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디지털로 자

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기호이

다[1]. 사용자들은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텍스트만으로 전달하기 힘든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초창기에 문자에서 시작된 이모티콘이 최

근에는 소리와 동작을 제공하는 모션 이모티콘으로 

발전해왔다. MIM 커뮤니케니션의 확산과 함께 모션 

이모티콘의 발전은 이모티콘 수요 증가와 활발한 활

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5,10,12,13].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말의 어감이나, 높낮이, 음률, 표정, 행동, 제스처, 시

선처리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배제되고 텍스트만

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보 전달에 실패하거나 

언어로는 감성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MIM

에서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표

현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한계를 넘어서 감성적인 표

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높다[1,5,6,

9,10].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이모티콘에 대한 높은 관

심과 더불어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모

티콘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시각적 놀이 등이 언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이미지메

이킹을 꼽고 있다[7, 10, 14, 15, 16]. 즉, 이모티콘의 

활용이 MIM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기대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

인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오프라인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이 있는 점에서 MIM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

로 이모티콘과 이미지메이킹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3 이미지메이킹 요소

이미지메이킹 요소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대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미지메이

킹에 따라 대인관계가 영향을 받으므로 이미지메이

킹의 목적이 대인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점을 통

Table 1.  Emoticons in KakaoTalk Service [12]

year
Cumulative number

of buyers

Number of

purchases

2014 7.2 million 12 million

2015 10 million 18 million

2016 14 million 29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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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둘 사이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대인관계 요소들을 사용자 스스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를 해석할 때 이미지

메이킹 요소라는 의미를 쓸 수 있다. 기존의 대인관

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요소를 개인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9,17]. 이를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고자 하

는 이미지메이킹의 측면에서 관점을 바꾸어서 본다

면 개인적 요소와 관계적요소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서 이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이미지메이킹 요소는 개인의 

특성에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들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대인관계의 요소로 내적 매력에 대해 김경

호(2004)는 대인관계에서 이는 정신적인 심상이며,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

격, 신념이라고 하였고, 오미영(2005)은 각 개인의 감

정이나 느낌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미지메이킹 측면

에서 내적매력을 해석하면 신뢰감, 태도, 능력, 자신

감과 겸손함 등의 성격과 내적 능력의 속성 등이 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요소로 사회적 

매력에 대한 연구도 많이되었는데, 김경호(2004)는 

대인관계에서 호감의 정도라고 하였고, 허송지(2012)

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정도, 상대의 외모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매력에 대한 공통적인 특

성으로 호감도를 꼽을 수 있으며 이를 스스로 만들고

자 하는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 사회적 매력을 해석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호감의 정도를 말한다[1,

2,11,6,17,18]. 정미선(재인용2003)은 커뮤니케이션능

력은 대인관계가 존재하고 발전되는 마음의 상징, 전

달 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정의

하면 알맞은 상황과 정보를 제공하고 통제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미지메이킹 요소는 관

계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친밀감에 대해 Schien(1971)은 대인관계의 원

만함, 타인에 대한 친근감, 존재 여부라고 하였고, 강

인경(2008), 김혜정(2001), 박성복(2007)은 상대와의 

심리적인 거리감, 대인관계에서의 서로간의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공통적으로 정의하였다. 친밀감은 대

인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지메이킹 측

면에서 정의를 하자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정

도라고 할 수 있다. Schien(1971)은 대인관계에서 관

계적 요소로 개방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의사표현,

타인과의 개인적 관심 공유, 자신 공개의 여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혜정(2001)은 상대에게 자신의 감

정, 상황에 대해 표출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 개방성이란 상대방에게 자

신의 생각이나 감정, 의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의 관계적 요소 중에 사회적실재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을 하였는데, Short, Wiiliams &

Christie(1976)는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함께 참

여한다는 느낌이라고 하였고, Biocca(1995)은 컴퓨

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 내에서 사회적으로 만나

는 느낌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이미지메이킹 측면에

서 해석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

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19,20,21,22,23,24]. 이와 같은 개인적 측면과 관

계적 측면의 이미지메이킹 요소들은 MIM 커뮤니케

이션에서 이모티콘의 활용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

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상으로, 이를 통한 자기표현

에 대한 만족감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감은 스스로가 목적에 대한 충족이나, 기대 

요구 달성에 대한 내적 상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내면에 긍정적인 감정이 지속

되는 현상을 말한다[1,25]. 이소라(2014)는 만족에 대

해 기대하는 이상의 현상이라고 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커뮤니

케이션 속에서 서로가 느끼는 대화와 자기표현에 대

한 만족감은 대인관계에 대한 질적 판단을 하는 기준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

감은 대인관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대인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

고 있는 MIM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은 결국 오프라인 대인관계

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26,27,28].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 한 요소들은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자의 개인적 이미지메이킹과 

관계적 이미지메이킹 요소 6개로 Table 2와 같이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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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이모티콘 활용이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변수들 간에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1.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을 

통한 개인적 이미지메이킹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매력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매력은 오프라인 대인관계

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3.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오프라인 대

인관계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을 

통한 관계적 이미지메이킹은 대인관계에서 자기표

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친밀감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2.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개방성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3.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

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실재감은 오프라인 대인관

계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Variable Definition Provenance

Using

emoticons in

MIM -

Personal

image making

Inner

Attraction

An image of individual personality and inner

ability such as trust, attitude, ability (smartness,

etc.), confidence, modesty, and smart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youn-Ho, Kim (2004),

Mi-Yeong, Oh(2005),

Song-Ji, Heo(2012)

Social

Attraction

An image of the degree of appeal received from

the other pers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youn-Ho, Kim(2004),

Song-Ji, Heo(2012),

Won-Mi,An(2011)

Communication

-Skills

An image of the ability to control situations and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according to

given circumsta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i-Seon, Jeong (2003),

Jong-ILim(2014),

Eun-Jeong,Ma(2014)

Using

emoticons in

MIM -

Relational

image making

Sense of

Closeness

An image of the degree of psychological

clos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hien(1971),

In-Gyeong, Gang(2008),

Hye-Jeong, Kim(2001),

Seong-Buk, Park(2007)

Openness

An ima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other

person about degree of expression of own

sensitivity, thought, information (including daily

life)

Schien(1971),

Hye-Jeong, Kim(2001)

Social

Presence

An image that seem to coexist in the same space

as your buddies in an online environment

Short, Wiiliams&

Christie(1976),

Biocca(1995) Ha-Seong,

Hwang(2007)

Self-express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or inner state of feeling about

purpose, goal, expectation, achievement

So-Ra, Lee(2014),

Jeon-Gi, Kim(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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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는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과 사용자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의 세부 요소

들이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의 자기표현 만족감과

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은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을 통

한 이미지메이킹의 6가지 요소와 자기만족에 대한 

총 4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SNS기반

의 대인관계, MIM 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대인관

계 등 관련되는 다양한 연구에서 유사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

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설문은 2017

년 04월 14일부터 2017년 4월 16일 3일 동안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 도구로는 Google Form을 사용하였

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

해 설문 대상자는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사용자에 한하여 연령층을 모두 포함하는 10대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총 241명 중 성실하

게 응답한 212명의 설문지 결과를 연구에 사용하였

다. SPSS.PASW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성별, 나

이에 대한 표본 수집을 한 결과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남성 64명(30.2%), 여성 148명(69.8%), 평

균 나이 22.87세(최소값 14세, 최대값 47세)였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을 사용자의 이

미지메이킹의 대상인 내적매력, 사회적 매력, 커뮤니

케이션 능력, 친밀감, 개방성, 사회적 실재감 그리고 

오프라인 대인관계를 위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 

등7가지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과 신뢰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은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Kaiser-Mayer-Olkin, 이하KMO)

와 Bartlett을 통해 사용자 이미지메이킹의 세부 요

소 6가지와 사용 만족 총 7가지 요소에 대한 설문지 

문항 48개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KMO 척도는 0.5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된다.

분석 결과 KMO의 값은 개인적 이미지메이킹(Per-

sonal Image making 이하PIM)은 0.885, 관계적 이미

지메이킹(Relative Image making 이하RIM)은 0.900,

자기표현 만족감(Self-expression Satisfaction이하 

SS)은 0.936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p)값이 0.05

보다 작으면 요인 분석에 대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고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의 경우 0.5보다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이 된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개인적 이미지메이킹(PIM)은 0.853(최

저0.540, 최대0.754), 관계적 이미지메이킹(RIM) 0.900

(최저0.726 최대0.927) 자기표현 만족감(SS)0.952(최

저0.812 최대0.944)로 각 요인별 문항이 개인적 이미

지메이킹(PIM), 관계적 이미지메이킹 (RIM), 자기

표현 만족감(SS)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관계적 이미지메이킹과 사용

만족 3가지 모두 요인 분석에서 모두 유의확률 0.000

으로 나와 문항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였다.

4.3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사용자 이미지메이킹(PIM, RIM)과 자기표현 만

족감(SS)의 요인들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와 적합성

을 알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

수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서 1사이의 범위를 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가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내적 매력(Inner

Attraction), 사회적 매력(Social Attraction), 커뮤니

케이션 능력(Communication-Skills), 사회적 친밀

감(Social presence), 개방성(Openness), 사회적 친

밀감(Social presence), 자기표현 만족감(Self-ex-

pression Satisfaction) 7가지의 상관계수 모두 상관

관계가 강하게 나왔으며, 이 중 사회적 개방성과 자

Table 3. Demography-Analysis of Frequency

Item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64 30.2%

female 148 69.8%

Total 212 100%

Age

10s 32 15.1%

20s 160 75.5%

30s 19 9.0%

40s 1 0.5%

Total 2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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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age making_Average & Standard deviation

(a) Personal Image making Results (b) Relative Image making Results

Item Q Mean
Standard

deviation
Item Q Mean

Standard

deviation

Inner

Attraction

ia1 2,94

3.54

.996

Sense of

Closeness

soc1 4.01

3.87

.849

ia2 4.08 .853 soc2 4.19 .745

ia3 3.43 1.017 soc3 3.53 .857

ia4 3.57 1.058 soc4 3.94 .803

ia5 3.66 .982 soc5 3.67 .989

Social

Attraction

sa1 3.61

3.40

.975

Openness

op1 3.40

3.58

.931

sa2 4.00 .797 op2 3.06 1.040

sa3 3.56 .930 op3 3.65 .974

sa4 2.97 .973 op4 4.05 .796

sa5 2.87 1.067 op5 3.72 .950

Communication-

Skills

cs1 4.07

3.67

.900

Social

Presence

sp1 3.21

3.17

1.117

cs2 3.92 1.002 sp2 3.11 1.074

cs3 3.23 .958 sp3 3.26 1.078

cs4 3.08 .978 sp4 3.24 1.103

cs5 4.06 .789 sp5 3.04 1.118

(c) Self-expression Satisfaction Results

Item Q Mean
Standard

deviation

Inner

Attraction

usia1 3.75

3.48

.928

usia 3.67 .925

usia 3.02 1.004

Social

Attraction

ussa1 3.83

3.44

.867

ussa2 3.05 1.087

ussa3 3.44 1.008

Communication-

Skills

uscs1 3.91

3.80

.988

uscs2 3.89 .925

uscs3 3.61 .980

Sense of

Closeness

ussoc1 3.77

3.88

.927

ussoc2 3.94 .830

ussoc3 3.94 .860

Openness

usop1 3.41

3.75

.967

usop2 3.78 .865

usop3 3.96 .819

Social Presence

ussp1 3.22

3.24

1.053

ussp2 3.30 1.089

ussp3 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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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age making_Reliability & Validity

(a) Personal Image making Results (b) Relative Image making Results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Inner Attraction

ia1 .626

.675
Sense of

Closeness

soc1 .605

.784

ia2 .640 soc2 .742

ia3 6.33 soc3 .664

ia4 6.42 soc4 .678

ia5 .565 soc5 .613

Social Attraction

sa1 .562

.754 Openness

op1 .595

.726

sa2 .446 op2 .534

sa3 .596 op3 .636

sa4 .701 op4 .719

sa5 .688 op5 .686

Communication-

Skills

cs1 .412

.540
Social

Presence

sp1 .728

.927

cs2 .398 sp2 .731

cs3 .667 sp3 .818

cs4 .733 sp4 .822

cs5 .556 sp5 .763

KMO(Kaiser-Meyer-Olkin) .885 KMO(Kaiser-Meyer-Olkin) .900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1312.19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1950.01

자유도 105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유의확률 .000

Personal Image making Cronbach's α .853
Relative Image making

Cronbach's α
.900

(c) Self-expression Satisfaction Results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Inner

Attraction

usia1 .725

.812usia .691

usia .555

Social Attraction

ussa1 .726

.843ussa2 .691

ussa3 .764

Communication-

Skills

uscs1 .700

.860uscs2 .738

uscs3 .629

Sense of

Closeness

ussoc1 .777

.899ussoc2 .740

ussoc3 .646

Openness

usop1 .581

8.17usop2 .759

usop3 .760

Social Presence

ussp1 .866

.944ussp2 .845

ussp3 .867

KMO(Kaiser-Meyer-Olkin) .936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3264.12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0

Self-expression Satisfaction

Cronbach's α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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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 만족감의 상관계수가 0.758으로 나타나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

관계수의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모두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

다.

4.4 연구 가설 검증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사

용자 이미지메이킹과 자기표현 만족감에 대한 설문

지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설명변량은 R 제곱=

0.761이므로 이모형의 설명력은 76%으로 매우 높으

며, '수정된 R제곱‘ 값의 경우 사례수가(설문조사자)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a) Image making Results (b) Self-expression Satisfaction Results

Item Q Mean
Standard

deviation
Item Q Mean

Standard

deviation

Personal Image

making

ia 3.54 .64871

Self-expression

Satisfaction

usia 3.48 .81276

sa 3.40 .67634 ussa 3.43 .86529

cs 3.67 .55082 uscs 3.80 .85281

Relative Image

making

soc 3.86 .62429 ussoc 3,88 .79621

op 3.58 .65020 usop 3.71 .75827

sp 3.17 .96658 ussp 3.24 1.03100

ia sa cs soc op sp US

Inner attraction 1

Social attraction .664** 1

Communication skills .622** .639** 1

Sense of closeness .568** .724** .585** 1

Openness .543** .662** .608** .736** 1

Social presence .457** .438** .350** .425** .530** 1

Self-expression Satisfaction .608** .671** .590** .740** 758** .685** 1

***p<.001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VIF Result

B
standard

error
β

Self-expression

Satisfaction

Inner attraction .078 0.55 0.71 1.1415 0.158 2.150 기각

Social attraction 0.54 0.61 0.51 .893 0.373 2.849 기각

Communication

skills
0.94 0.64 0.73 1.475 0.142 2.100 기각

Sense of

closeness
0.337 0.65 0.295 5.150 .000 2.820 채택

Openness 0.260 0.62 0.237 4.161 .000 2.781 채택

Social presence 0.261 0.31 0.354 8.529 .000 1.484 채택

Model

Summarvb

R²
ANOVA

F p Durbin-Watson

.761 109.028 .000 1.799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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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R제곱과 차이가 보이지 않

았다. Durbin-Watson은 1에서 3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Durbin-

Watson 값은 1.79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가설의 채택 또는 거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회귀모형의 유의도 검증부분에서 분산분석 결

과 F=109.028이고 유의 확률(P값)이 0.05보다 작은 

0.000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VIF

(다중공선성)의 값의 경우1부터 10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된다. 회귀분석을 통한 각 변수의 유의

성 부분의 경우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은 친밀감,

개방성, 사회적실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이 되며, 내적매력, 사회적 매력, 커뮤니케이

션능력에 유의한 영향은 0.05보다 높게 나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타값을 통

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사회적실제감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며 친밀감(0.295)와 개방성(0.237)도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오프라이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

션의 많은 부분이 MIM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가 되

며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현상또한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MIM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자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메이킹과 자기표현 만족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MIM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 활용이 사용자 이

미지메이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대인

관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가정을 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모티콘 사용으로 인한 개인

적 이미지메이킹 요소로 내적매력, 사회적 매력,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정의하였고 관계적 이미지메이

킹 요소로 친밀감, 개방성, 사회적실재감을 각각 정

의하고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앞서 탐색적연구와 

더불어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모티콘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MIM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자 이미지메이

킹과 자기표현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개인적 이미지메이킹에 내적매력, 사회적 

매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은 자

기표현 만족감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결과

는 3가지 모두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이미지메이킹에 친밀감, 개방성, 사회적실재

감은 3가지 모두 사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즉, 개인적 이미지메이킹 보다는 관

계적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

감을 느낀다고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모티콘 활용은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넘어,

이를 통한 사용자 이미지메이킹과 자기표현 만족감 

부분에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모

티콘 활용이 MIM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로 부터 

이미지메이킹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

한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계점은 조사 표본이 20대에 

집중 되고 남녀의 성비가 여성에 있어서 일반화 부분

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이미지메이킹 요소의 

경우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더 많은 

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메이킹과 오프라인 대인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로 발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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