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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들이 보편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톡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통

행태와 활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86명의 사범계 대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10명에게 심층면담조사를 병행한 혼합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카카오톡은 대학생에게
공적·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자신의 의견, 생각,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도구
이지만, 여전히 면대면 소통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카카오톡 환경이 대학생의 삶, 즉 일상의 생태계
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미지를 조정,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셋째,
그들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심리적으로는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힘을 얻기도 하였으며, 공적 또는 사적 단톡
방 용도에 따라 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세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안에서 느끼는 인지심리학적
변인을 비교 분석하고 온라인 교육의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 리터러시 지침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범계 대학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 행태, 소셜네트워크 인식, 카카오톡, 혼합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gure out secondary education undergraduates’ communication patterns and
perceptions of use in KAKAOTALK,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Social Network Service(SNS). The mixed
method research was conducted of survey about 86 students and in-depth interview 10 of them. The chief implication
of research showed that it has been firstly functioning them to sustain public and private network and to be an
universal tool of expression their opinion, idea, themselves, however, they still regard face-to-face communication
important. Secondly, they think that KAKAOTALK is a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and regarded a communication
space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and to adjust and manage their image. Thirdly, they psychologically solved their
loneliness and were encouraged, moreover,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usd of public
or private team chat room. It needs a follow-up study comparatively to analyze other generation’s cognitive
psychological values in SNS and to suggest digital culture literacy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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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칭과 함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11]이기 때문이
다. 최근 3년간의 카카오톡 관련 연구는 주로 플랫폼 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통(communication)

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동기, 평가, 선택 과

방식을 살펴보면, 컴퓨터, 메신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정을 모바일 시장의 측면에서 탐색하거나[12-15], 소통에

매체 중심의 소통이 면대면 소통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과정에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피로감에 대한 분석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매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6,17], 표현 방식[18] 등 개인적 차원에 치중되었으며,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기존에 존재해오

소통 행태와 소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능

던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 상에 구현함으로써 시간과 공

동적인 참여자, 문화 주체자로 보는 시각의 연구는 부족

간을 초월하여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를 온라인에 형성하

하였다.

고 있다[1,2]. 일반적으로 SNS 사용자는 사회 정서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상용화된 카카오

(social-emotional) 필요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형성

톡을 중심으로 사범계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SNS 활용

을 맺게 되고[3], SNS 공간은 공적인 소통보다는 사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카카오톡 활용 탐색

소통의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4]. SNS는 다양

을 통해서 이들의 디지털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추후

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본 연구의 결과

주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연결의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가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동시에, 다양한 역

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기능과 SNS 중독도 발생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학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
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독립을 요구받으며

연구문제 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에서 소통 행
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가설 1.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에서 소통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구축해가는 중요한 심리사회

행태에 남녀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적 발달 단계이다.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건

연구문제 2.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활용에 대해

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발달시기이기도 하
다. 즉,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의 가족과 또래라는 제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연구가설 2.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활용 인식

적인 관계에서 더 폭넓고 다양한 사회관계적 상황에 놓

에 남녀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되며, 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요
구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비해 성인초기에 대인관계에
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5].

2. 선행연구 분석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SNS는 ‘디지털 펀(digital fun)'
환경을 제공하여 ‘재미’라는 삶의 에너지를 즐기도록 지

2.1 SNS 소통

원해 주고 있다[7]. 디지털 환경은 ‘외로움’이라는 공통적

소통이란 다양한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인 감정을 SNS이라는 통로로 해소하고[8], 개인의 심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명확

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개인이 스스로 문제해

한 정의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9]. 또한

서 정체성을 갖고 상대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수업에 SNS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적 기대 가

기본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SNS상에서

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이 대학생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의 소통은 컴퓨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의 디지털 매체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특히나 본 연구에서

매개로 이루어지며, 매체별로 그 유형을 배타적으로 세

주목하고 있는 사범계 대학생은 예비 중등학교 교사로서

분화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SNS 소통은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10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온라인상에서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통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SNS

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다

중에서도 카카오톡에 주목한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에 가

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끼리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친밀함을 높이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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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인 페이스북과 카카오

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즐거움을 얻고,

스토리의 기능을 비교하여 소통범위를 분석한 연구에 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타인의

르면[19], 카카오스토리가 페이스북보다 사적인 범위에

반응에 집착하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인해 시

서 깊은 소통을 하였고 개인의 사생활 등을 공개하였다.

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들은 SNS의 3대

반면 페이스북은 정보내용을 과시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기능으로 ‘자기표현’, ‘정보획득’, ‘소통’을 꼽았다. 실제 자

도 친구를 맺는 등 관계 범위가 넓은 반면 깊은 소통은

신의 모습이 아닌 과장되고 부풀려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과시적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셜 미디어가 학

두 개를 비교한 소통 유형 분석에 따르면[4] 첫째, 대다수

업과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

의 SNS 커뮤니케이터들은 쓰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에

역할을 하고, 뜻 맞는 친구들과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SNS 상에서 능동적으로

있는 소통창구가 되며 청소년의 여가 문화에 상당한 기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소극적으로 대화를 지켜보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SNS는

성별을 변인으로 비교한 경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

공적인 소통보다는 사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더 많이 활

생에 비해 SNS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에

[21].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수록,

서 더 컸다. 셋째, 공적 이슈에 대한 글쓰기와 글 보기에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

적극 참여하는 공적 주연의 비율이 트위터는 32.0%, 페

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이스북은 14.3%로 트위터가 공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페

친구애착도 SNS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이스북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SNS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유형은 이론적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를 통해 제안된 16개 유형에서 4개 유형(시청자형,

또 다른 측면에서 SNS 사용은 자기표현욕구가 외부

주인공형, 개인적 참여형, 사회적 참여형)으로 좁혀졌다.

자극에 의해 반응하고, 타인의 SNS 상황을 보면서 상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SNS에서의 소통은 오프라인의

적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기대나 의사표현을

면대면과 구별되는 독특한 행태가 나타는 것을 알 수 있

관철시키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부담 없는 소

다. 따라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SNS의 소통을 살펴

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SNS 환경은 사회적 관

보면 채팅방 수, 친구 수, 이모티콘 수, 탑재된 기능의 활

계 형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용 경험 여부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빈도를 통하여 소

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반면 SNS를

통의 유형을 비교해 보고, 대인관계, 이용목적을 심층적

통한 사회적 관계의 확대가 오히려 사람들의 인간적 외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공감능력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중독, 사용시간,

2.2 SNS 활용 및 인식

대인관계 문제 각각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결과가 나왔다[23]. 여성은 남성에 비해 허구의 대상에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6], 대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깊게 몰입하고 동일시하는 ‘상상하기’와 타인의 정신적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확대해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개인적 고통’이 남성에 비해 높게

가고 있었다. 일상생활, 학업,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높일 수

스마트폰은 필수적인 매개체이고 대학생활의 또 다른 문

있었고,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방의

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스마트폰에 더 얽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소년

이게 만들 수 있었다.

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SNS을 통해 다양한 기능적 혜

모바일을 통한 폐쇄형 SNS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계

택을 얻고 있고, 유익한 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를 맺고 있는 특정 집단과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

그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 심리적

문에 단순히 모바일을 통한 의사전달의 기능을 넘어 프

으로는 SNS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 및 차이를 확인

로필 사진이나 현재 상태의 표기,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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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카카오스토리 및 게임과의 연동 등도 가능하게 하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

여 자기노출의 표현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24]. 특히

수집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해석학 기반

자신이 방문한 맛 집 또는 관광지 사진 게시, 자신이 구

연구 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를 통

매하거나 받은 선물을 게시하는 등 구성원의 응집도가

해서 의미를 해석하였다. 양적연구는 SPSS 통계 패키지

높고, 관계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기 때문에 게시 내용

를 통해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도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의 사용동기를 사회적, 감정적, 실용적 동기로

3.1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구분하고, 이들 사용동기를 매개로 이용자의 감정 상태

본 연구 대상은 충청도 소재 H대학교 교직과목 수강

와 자기노출의도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면 자아존

생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유효

중감과 외로움이 사회적 동기 및 감정적 동기에 정적 영

응답자 86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향을 미치며, 사회적 동기와 실용적 동기가 자기노출의

28명(32.6%), 여학생이 58명(67.4%)으로 교직 과정을 이

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사회적 동기

수하게 되는 2-4학년이 위주가 되었으며 국어교육, 영어

가 자기노출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교육 등의 어문학 교육계열 전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

났다.

다.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플랫폼 시스템의 신뢰의 요

다’(1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인으로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25]. 모바일 인스턴트 메

Table 1. Research Subjects of Questionnaires: N(%)

신저 내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이모티
콘 사용 시 느끼는 대화의 플로우는 이모티콘 사용태도
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주로 게임 영역에 한정
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플로우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 시

Sex

Male 28(32.6%), Female 58(67.4%)

Year of
College

Freshman 0(0%), Sophomore 48(55.8%),
Junior 28(32.6%), Senior 10(11.6%)

Maj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4(39.6%)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2(48.9%)
History 6(7.0%) etc(Math, Biology) 4(4.7%)

이모티콘을 통한 대화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플랫폼 시
스템에 대한 신뢰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내
이모티콘 사용태도는 이모티콘 구매에도 모두 긍정적인

한편, 면담조사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적극적인 참여자로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을 선정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SNS, 카카오톡의 활용은 텍스

Table 2. Research Subjects of FGI (N=10)

트, 이모티콘,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있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여다보고 카카오 활
용에 대한 인식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하
며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Code
M1
M2
M3
M4
M5
F1
F2
F3
F4
F5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Korean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English

Major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anguage and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Sex
Male
Male
Male
Male
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Year
3
3
2
3
4
3
3
3
3
3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에 대한 소통행
태와 인식을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와 양

본 조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결합된 혼합연구의

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의 절차는 크게 준비, 자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2018년

료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5월21일부터 6월8월까지 3주간 교직 수업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차원에서는 면담조사는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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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였고, 이후 개별

학(descriptive phenomenology)에 따라 4단계 분석방법

면담을 총 2회를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카카오톡에서 나

인 전체 인식하기, 의미단위 구분하기, 학문적 용어로 변

눈 공적인 대화(공적인 단톡방)는 조별과제와 같이 공통

형하기, 변형된 의미단위의 구조 통합에 따라 분석을 시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공적인 주제와 개인적

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인 친분으로 모인 비목적적인 카카오톡 개설방(사적인

서 심층면접, 자료, 이미지 내용, 기존 이론과의 비교 등

단톡방)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별 심층

다양한 자료의 원천을 활용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인터뷰는 각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카

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질적 연구자 2명에게 몇 차례

카오톡 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점과 단

논의와 자문을 받아 결과를 정리하였다.

점,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생각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응답자의 자

소통 행태와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86명을 대상으로 3

발적으로 동의를 한 자료만 활용하고 이에 대해 안내하

주간 행태(5문항), 커뮤니케이션(4문항), 활용 인식(2문

였다.

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4주간 10명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3.2 자료 분석과 해석

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질적 연구를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대학생의 소통행태, 소통과정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대

그리고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표3과 같은 질문을 구성

상과 자료 수집 내역을 토대로 연구의 구조를 제시하면

하고, 빈도 분석과 집단간 비교 t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다음과 같다.

문항의 신뢰도 측정값은 소통행태 영역 a=0.827, 카카오
톡 활용 인식 영역 a=0.839로 나타났다.
Table 3. Research Questions
Research
method

Description
(in KAKAOTALK)
- N. of chat room
- N. of people per chat room
(a),
Pattern
- N. of friends
(b)
- N. of Emoticon
- Have used Functions
- Relationship
- Use purpose
(b) - Other media
Communicat
Communication
ion
- Communication Pattern
(a=0.827,
- Communication
t-test)
process(public, private)
(b)
- Relation network(public,
private)
- Emotional expression
(a)
Perception
- Empathy
(a=0.839,
- pros & cons
t-test)
(b)
- commentary on KAKAOTALK
※ Research method: (a) Questionnaires, (b)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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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분석
4.1 카카오톡 활용 실태 및 소통 행태
연구문제 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에서 소통 행

특히,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문항의 경우, 감정 표현의

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석 도구 체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기본적인
희노애락을 토대로 ‘기쁘다’, ‘화나다’, ‘슬프다’, ‘즐겁다’,
‘반하다’, ‘절망하다’로 구분하였다[26].
또한 면담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기술적 현상

소통의 행태는 양적 연구에서는 참여자 개인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연구 측면에서는 면담을 통해
사적, 공적 단톡방의 행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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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카카오톡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에

3.99(M), ‘가족’ 3.78(M)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카카

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채팅방 수는 10∼19개

오톡 이용 목적으로는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기에’

(37.2%)와 10개 이하(36.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팅

4.80(M), ‘심심할 때’ 3.07(M), ‘습관적으로’ 2.94(M), ‘단톡

방 평균 인원수는 1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명

방이라서 할 수 없이’ 2.83(M), ‘재미있어서’ 2.77(M), ‘한

(58.1%)로 가장 많았고, 10∼19명이 21명(24.4%)으로 나

번 하면 빠져들어서’ 2.43(M) 순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타났다. 카카오톡 친구 수의 경우에는 100명∼399명 정

은 대학생에게 공적·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도로 그 범위가 넓게 분포되었다. 카카오톡 보유 이모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콘 수는 10개 미만으로 있는 경우가 64.0%로 가장 많았

소통빈도를 살펴보면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선

으며, 카카오톡으로 활용 가능한 사진, 동영상, 투표, 선

호 4.48(M), 전화보다 카카오톡을 선호 3.36(M), 직접 대

물, 무료통화 등의 기능은 응답자 90% 수준까지 사용한

화하기보다 카카오톡을 선호 2.95(M)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으며, 송금 기능도 62.5%로 사용 빈도가 높게

소통 행태를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3.63(M), ‘의견

나타났다.

을 적극적으로 표현’ 3.60(M), ‘최근 어려웠던 일 이야기’
3.42(M), ‘나의 생각 표현’ 3.35(M), ‘미래에 대해 이야기’
3.15(M), ‘사적인 일이나 비밀이야기’ 3.12(M), ‘타인 비난

Table 4. Pattern in KAKAOTALK
Items

N. of
chat room

N. of people per
chat room

N. of friends
by
KAKAOTALK

N. of
Emoticon

Have used
Functions

below 10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above 60
below 10
10 ～ 19
20 ～29
30 ～ 39
above 40
below 100
100 ～ 199
200 ～ 299
300 ～ 399
400 ～ 499
500 ～ 599
above 600
below 10
10 ～ 19
20 ～ 29
above 30
Pictures
Movie
Vote
Gift
Free call
Remittance
etc.

N
31
32
12
2
2
2
5
50
21
14
0
1
4
18
25
25
6
6
2
55
25
3
3
86
82
78
75
75
54
5

%
36.0
37.2
14.0
2.3
2.3
2.3
5.8
58.1
24.4
16.3
0.0
1.2
4.7
20.9
29.1
29.1
7.0
7.0
2.3
64.0
29.1
3.5
3.5
100.0
95.3
90.7
87.2
87.2
62.8
5.8

대인관계 소통측면에서 카카오톡 활용을 살펴보면,
‘친한 사람과 인맥유지를 유지를 위해’ 4.37(M)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속한 단체와 유대 형성
을 위해’ 4.17(M),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을 위
해’ 4.15(M), ‘학업 등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인맥유지’

과 욕설’ 2.90(M), ‘텍스트보다 이모티콘 사용’ 2.79(M),
‘나의 가족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 2.60(M)순으로 나타
났다. 대학생에게 카카오톡은 자신의 의견, 생각, 존재 자
체 등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도구지만, 면대면 소통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Table 5. Communication in KAKAOTALK

Relationship
with

Use purpose

Other media
Communication

Communication
Pattern

Descriptions
person not to meet often
acquaintance
person to study/work together
community and
fellowship
family bonds
killing time
habitually
for fun
addicted
companionship
generalization
to friends
prefer to F2F
prefer to TEXT
prefer to Call
Emoticon prefer to TEXT
expression of my feeling
expression of my experience
expression of my opinion
share with someone about my
family
share with someone about
future’s plan
share with someone about
hard work
share with someone about
dating
share with someone about
privacy

M
4.15
4.37
3.99

SD
0.71
0.67
0.82

4.17

0.60

3.78
3.07
2.94
2.77
2.43
2.83

1.04
1.06
1.17
1.09
1.12
1.04

4.80

0.40

2.95
4.48
3.36
2.79
3.35
3.63
3.60

0.85
0.63
0.99
0.95
0.94
0.88
0.87

2.60

0.95

3.15

0.99

3.42

1.10

3.12

1.13

2.9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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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에서 소통

수 있다. ‘카카오톡 검색기능’을 이용해 노래를 들어볼 것

행태에 남녀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을 권유하기도 하고, 개인이 찍은 사진이 공유되는 경우
가 많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SNS 활용에 대해 성별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면담자료 분석 결과, 사범계 대학생들의 소통 행태는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활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송금, 선물하기, 길 찾

대인관계, 이용목적, 소통빈도, 소통행태 모두 여학생이

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

점에서 편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소

기본적인 대화 기능은 물론 전송 외에도 송금, 사진전송,

통행태였다(t=-3.274, p<.01).

동영상 전송, 음성파일 전송, 페이스톡, 보이스톡, 위치
전송,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많은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Table 6. Communication in KAKAOTALK by Sex
Items
Relationship with
Use purpose
Other media
Communication
Communication
Pattern

Sex
M
F
M
F
M
F
M
F

M
4.07
4.22
3.02
3.20
3.58
3.60
2.82
3.22

SD
0.60
0.47
0.71
0.62
0.57
0.55
0.52
0.55

t(p)

최근 카카오톡은 여러 이슈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페이

-1.250
(0.215)

지, 헤어샵 예약, 쇼핑,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기능을 도

-1.206
(0.231)

있게 된 것이다(여3).

-0.157
(0.876)
-3.274**
(0.002)
**p<.01 *p<.05

입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카카오톡의 힘은 비단 메시지기능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
라 카톡 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의 다양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뉴
스, 카카오쇼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존재하는

면담조사에서는 대학생의 카카오톡 소통행태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 조별과제와 같이

덕분에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보안 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남1)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공적인 단톡방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사적인 단톡방에서 2주간의 소

또한 텍스트 기반의 문자와 달리 이미지나 여러 기능

통행태를 살펴보았다. 공적 그룹에서 카카오톡 소통 행

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칭찬’, ‘감사’에 대한 이미티

숨길 수 있기도 하다.

콘을 주고 받는 것이 자주 나타났으며, 제출물 여부에 관
한 질문이 있었다. 이 때 사회자 역할을 담당한 조원이

프로필 사진과 문구들을 적는 공간, 히스토리 기능 등을

제출한다고 말을 한 후에 서로 조별발표를 준비하느라

통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꾸민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고생했다며 문자와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후에 대화가 끝

는 카톡에 자신을 보이고 싶은 자신으로 꾸민다. 또한 당

났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로 ‘지시’ 또는 ‘해야 할

사자만 모르게 그룹 채팅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군가

임무’등을 이야기하면 팀원들은 개별적인 확인이나 서로

를 제외한 채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다. 기존에 왕따를 시

간 약속 및 일정 등 재확인을 하였다.
한편, 사적 그룹에서 카카오톡 소통 행태를 보면, 고등

키기 위해 필요했던 최소한의 용기도, 눈치도 필요하지
않다. (남3)

학교 동창생의 카카오톡 채팅방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카카오톡 사용자가 카카오톡 ID를 생성하면 휴대전화 번

이야기부터, 고민, 무언가 질문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문

호를 공유할 필요 없이 채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를 보냈다. 공적인 채팅방보다 비속어, 줄임말, 이모티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이 생겨 채팅방 내 사람들의 휴대전

콘 횟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팀원들 대부분이 모든

화번호, ID 같은 아무런 정보 없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주거나 감정을 쏟아내면서 자기

해졌다. (여4)

노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충분히 고민을 한 내용이 아니
라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등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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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카카오톡 활용에 대한 인식

Table 8. Perception in KAKAOTALK by Sex

연구문제 2.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활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카카오톡 활용에 대한 인식은 설문을 통해서는 정서

Items

Sex

M

SD

t(p)

Emotional
expression

M

3.42

0.61

-1.960
(0.053)

Empathy

F

3.68

0.56

M

3.18

0.76

F

3.40

0.66

-1.363
(0.177)
**p<.01 *p<.05

적인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는 인지적인 부분을 살펴보
았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감정표현에는 즐거움 4.24(M)과

면담자료를 통해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활용을

기쁨 4.23(M)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는 놀람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면, 카카오톡은 우리 일상의

3.88(M), 화남 3.58(M), 미안함 3.73(M), 슬픔 3.48(M), 외

공적, 사적 공간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우리의 생태계에

로움 2.87(M), 미안함 2.73(M) 순이다.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만
나고 싶음 3.51(M), 분위기가 따뜻함 3.49(M),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과제의 내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함 3.45(M), 진정성 있는 대화

용을 만들어 가는데, 만약 사라진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

3.22(M), 상대방과 매우 가깝다는 느낌 3.20(M), 상대방

의 일상이 상당히 불편해 질 것이다. (여4)

이 특별하다는 느낌 3.12(M) 순이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일상 용어로 쓰이는 것이 이례적임
을 생각하면,‘카톡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우리

Table 7. Perception in KAKAOTALK

Emotional
expression

Empathy

Descriptions
happiness
anger
sadness
pleasure
surprise
scared
lonely
apology
someone to fully
understand me
feel to close very
much with someone
feel in a warm
atmosphere
understand
someone’s feeling
feel like meeting
someone
feel someone special

가 얼마나 카톡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이
M
4.23
3.58
3.48
4.24
3.88
2.73
2.87
3.73

SD
0.59
1.01
1.06
0.67
0.86
1.05
1.18
0.94

3.22

0.83

3.20

0.93

3.49

0.86

3.45

0.90

3.51

0.95

3.12

1.14

것은 카톡이 가진 혁신적이고도 어마어마한 장점들 덕분
일 것이다. (여2)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직접적인 면대면 기피에 따른 사회성 결핍
현상, 스마트폰 중독과 카카오톡 활용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카카오톡이 널리 쓰이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할 수 있
는 어플도 생겨났는데 이는 카카오톡과 매우 흡사해 조작
된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 마녀사냥에
잘 쓰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1)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에
상대적인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을 느끼는 현상이 증가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또한 자신과 친구로 등록

연구가설 2.1. 사범계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활용 인식
에 남녀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되어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통해
우울증을 느끼는 증세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남1)

선행연구에서 SNS 활용 인식 측면에 성별은 집단간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1이 사라졌는지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

사라지지 않았는지 시시 때때로 확인하곤 한다. 편리함은

른 카카오톡 활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감정표현과

보장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

공감인식부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다. (여4)
카톡의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누군가를 죄책감 없이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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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게 되었다. 당사자만 모르게 그룹 채팅 방을 만들

사람들 간 서로에게 영향을 주려는 노력이 적극적이고

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제외한 채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공감하는 피드백 반응도 강한 단어나 이모티콘을 사용하

다. 기존에 왕따를 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최소한의 용기

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카카오톡이라는 공

도, 눈치도 필요하지 않다. (남3)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활용의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명 이상이 동시에 참
여할 때에는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서 온라인 참여의 적정한 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간을 공적, 사적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
용,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과 같은
상징체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관한 인식 측면에서는 자기노출의 증대
또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카카오톡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도감과 스릴, 불안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을 사진이나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개인이 자신

카톡에는 투표 기능을 통해서 개인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공동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데 시간을 효

의 이미지를 조정, 관리하는 일련의 자기표현이 높고, 카
카오톡 안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긍정

율적이다. 오늘 점심 메뉴로 무엇이 좋을 지와 같은 간단

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대학생의 카카

한 것부터 이번 학기 과대표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와 같

오톡에 대한 활용은 즐거움 기쁨 등을 주로 표현하는 도

은 꽤 진중한 사안까지, 선택지를 정하여 실명 또는 익명

구이며 외로움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사람을 면대면으로

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편

만나 직접 해소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해

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의 의사

소, 자신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싶은 심리적 공간으

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2)

로 활용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 오프라인 대인 관계의

20명, 30명 이상의 대규모 그룹 채팅방에서 다수의 개인
은 고립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상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나머지는 방관자의 자세로 대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가깝게 연결시키는 초연결성
사회가 대학생들에게는 SNS,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쉽
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화를 듣고 있을 뿐이다.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는 20대

이한 생각 때문에 조별과제를 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아왔

대학생간 자기감시성,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자아존중

다. (남1)

감, 사회적 고립감 등의 인지심리학적 특징과 현상을 비
교 심층 분석 연구와[27,28] 다른 세대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Q방법론, 기호학적 분석 등 다른 연구방법을

5. 결론

통해서 SNS 활용이 확대되면서 융합적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형화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29,30]. 또한 온

사범계 대학생의 카카오톡 활용, 소통행태 그리고 인
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카카오톡 활용
이유는 친한 사람과 인맥유지를 위한 목적, 친구들이 모

라인 교육의 차원에서는 디지털 문화가 긍정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리터러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
구도 요구된다.

두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이기에 나도 참여해야 하는 상
황,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익숙한 습관,
그리고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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