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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age of emoticons used in the online environment continues to increase, and also the market 

for emoticons is growing rapidly. Emoticons go beyond simply conveying the meaning of a message 

and play various roles such as smooth communication, pursuit of fun, and intimacy. In this study, we 

first identify the factors that motivate users to use emoticons in an online messenger service, and then 

determine whether the derived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con usage. Furthermore, based 

on Regulatory Focus Theory, we will distinguish between the group of promotion focus and the group 

of prevention focus to see how the influence of motives on emoticon usage di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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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에서의 이모티콘 사용 동기: 

조절초점 성향을 중심으로1

 Motivation of Emoticon Usage in Online Messenger Service: 
Focusing on Regulatory Focus 

1. Introduction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의 등장 이후 이모티콘은 자연

스럽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으며, 관련 시장은 급속도

로 성장 중이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뜻하는 ‘Emotion’

과 ‘Icon’의 합성어로서(Derks et al. 2008b; Walther 

and D’Addario 2001),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의 주연

이 되고 있다. 과거 이모티콘은 웃는 모습 ‘^^’ 혹은 우

는 모습 ‘ㅜㅜ’ 등 특수문자를 활용하여 감정이나 표정

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에는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인터넷 짤방 등 다양한 종

류의 이모티콘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은 이모티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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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더욱 풍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추세에 따라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모티콘

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례로, 국내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

톡(KakaoTalk)에 따르면, 2011년 이모티콘 출시 이후

로 억대 누적 매출을 달성한 이모티콘은 1,000개를 넘

어섰으며, 수익 및 매출의 증가 등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모티콘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의인화한 관점으

로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문자로만 전달하던 방식에

서 인간의 감정을 다양한 형태의 의인화된 수단(사람

의 얼굴, 동물, 여러 사물 등)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이

다. 의인화는 개인이 비인간 대상의 불확실성과 모호함

을 없애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Epley et al. 2007), 개인이 글자라는 추상적인 수단으

로 전달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는 표현을 이모티콘이라

는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

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글자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모티콘 사용은 넓은 의미로 

의인화의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은 사람들은 이모티콘을 ‘재미 추구’, ‘내용 전

달의 편리성’, ‘풍부한 감정 표현’, ‘분위기 전환’ 등 다

양한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신자의 관점

에서는 이모티콘 사용이 오히려 ‘성의 없는 표현’, ‘대화

의 단절 유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기도 한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 이모티콘 사용은 단순히 재미나, 

내용 전달 기능 외에도 사회적인 측면이 개입되며, 이

모티콘 활용에 있어서 조절 역할을 하는 다양한 변인

들이 존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모티콘의 특성 및 

기능, 디자인 표현 양상, 사용 행태 등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윤민희 2017; Tossell et al. 2012)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연령의 차이 혹은 남

녀간의 차이가 이모티콘의 활용 정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은경 등 

2015; 이혜경·고은영 2015; Wolf 2000).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을 왜 이용하는지에 대한 동기적 

측면도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하성·박성복

(2008) 은 ‘대화의 무거움 해소’, ‘대화의 정서적 효과’, 

‘유행’, ‘대화의 간결성’, ‘재미/습관’ 등 5가지 요인을 

이모티콘의 사용 동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요인들

이 실제로 이모티콘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은 부재하다. 또한, 한동준 외(2019) 는 세 가지 이모티

콘 사용 동기(감정표현, 의사소통, 상호작용)를 제시하

며, 미디어 의존도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구조 모형

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표본이 대학생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인구통계학적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나

아가 이성준(2015)은 개인의 성격이 이모티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향성의 사용자가 이

모티콘 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

여주었다. 사용자의 감성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소비자

의 감성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모티콘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렇

게 사용자의 감성이나 성향이 이모티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모티콘 

사용 동기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에서 사용자들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도출

된 각 요인들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

의 큰 틀을 사용과 만족 이론에 기반하여 쾌락적, 사회

적, 정보전달 세가지 차원으로 제안하고, 세부적인 요

인들을 분류 및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

문 응답자들의 조절초점 성향을 고려하여 향상초점 성

향의 그룹과 예방초점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로 이모티콘 사용량에 동기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사용자들의 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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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성향을 고려하여 이모티

콘의 사용 동기를 고려해보았다는 점과 해당 결과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이모티콘 제작자에

게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공헌할 수 있

다고 예상한다.

2. Literature Review

2.1 Emotic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

(Icon)의 합성어로서 감정의 비언어적 그래픽 지표이

며,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다(Derks et al. 

2008; Dresner and Herring 2010). 주로 인터넷 공

간에서 사용되며, 문자나, 숫자, 특수기호 등과 같은 것

들을 조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모티콘에는 텍스트 이모티콘, 이미지 이

모티콘,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으로 구분 되는데(윤민희 

2017), 텍스트 이모티콘(Text Emoticon)은 기본적으

로 단순한 문자와 숫자 등의 기호들을 통해 만들 수 있

으며, 특수문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

다. 대표적인 형태로서 즐거움이나 웃음의 표시인 “^^”

이나, 눈물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ㅠㅠ” 같은 형태의 

이모티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이모티콘(Image 

Emoticon)은 온라인 환경이 확장되면서, 텍스트 형

태의 이모티콘에서 그래픽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

는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이 아

닌,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이모티콘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 이모티콘은 서비

스에서 미리 만들어져 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모티

콘을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애

니메이션 이모티콘(Animation Emoticon)은 최근 가

장 사용빈도가 높은 이모티콘으로서 정적으로 보여지

는 것이 아닌 이모티콘의 동작과 움직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작은 텍스트 이모티콘이나, 이미지 

이모티콘보다 감정을 사용자에게 더욱 강하게 표현하

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이영미 2012). 특히, 김건우·박도형(2018)

의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국내에서 급격하

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크게 1)인터넷 통신의 

발달, 2)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3)이모티

콘 자체의 특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면대면(Face-

to-Face)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호간의 감정 표현은 많

은 부분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컴퓨

터를 통해 사용자간 소통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

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에서는 일

반적으로 이러한 신호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모티콘은 

얼굴 표현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대리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감정 정보 교환

을 향상시킬 수 있다(Derks et al. 2007; Derks et al. 

2008a). 

이모티콘과 관련해서는 이모티콘의 자체적인 특성, 

이모티콘 표현 양상, 이모티콘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

향, 이모티콘 소비자의 행동 패턴 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강영선·최보름 2019; 김건우·

박도형 2018; Tossell et al. 2012; Vidal et al. 2016; 

Wolf 2000). 이모티콘의 자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들에서는 이모티콘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특정 

이모티콘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은경 등 (2015)의 카카오톡 이

모티콘 캐릭터 디자인에서 웃음 유발 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사용자의 공감대를 형성

할 때 웃음을 유발하며, 2등분 유형의 캐릭터와 동물

이 사람의 동작을 흉내 냈을 때 웃음이 유발된다는 점

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모티콘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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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중심으로 사용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수행

되었는데, Wolf(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의 경우 유머 등을 나타내기 위한 이모티콘을 많이 사

용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빈정댐(Sarcasm)을 나타내기 

위한 이모티콘을 더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Tossell 

et al.(2012)은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 사용 빈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동안 남녀의 이모티콘 사

용 빈도를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

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사용 빈도 측면에서

는 이모티콘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모티콘 사용 

종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한정된 형태

의 이모티콘만을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혜경·고은영(2015)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층과 50대 

장년층을 비교하여 사용자의 감성 표현 양상을 살피고 

그 특성의 차이와 이모티콘이 어떻게 사용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표현하고, 특정 사물을 묘사하는지

에 대해 연구 하였다. 

2.2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and 

Motivation of Emoticon Usage

사람들은 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모티

콘의 사용 동기에 대한 질문은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에서부터 접근해 볼 수 있

(Katz 1974).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인 이용과 충

족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은 매스미

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라는 사용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이용과 충족 이론은 매스미디어

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자이며, 개인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주장

한다(Ruggiero 2009). 이는 미디어의 사용이 매스미

디어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Ko et al. 

2005). 

본래 사용과 충족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신문, 전

화, 라디오, 텔레비전, VCR 등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abrow 

1987; Dimmick et al. 1994; Elliott and Rosenberg 

1987). 이후, 해당 이론은 인터넷과 정보기술들의 발

전으로 연구되는 영역이 확장되었고, 새로운 매스미디

어에서 사용자들의 태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Papacharissi and Rubin(2000)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로 대인관계, 취미, 정보 

추구, 편의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Ko et al.(2005)는 정보, 편의, 엔터테

인먼트, 사회적 상호작용 네 가지 요인이 인터넷 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

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모티콘의 사용 역시 매스미디어

의 산물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용과 충족 이

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이모티콘 사용 동기 혹은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

이 수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하성·박성복(2008)

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모티콘의 사

용 동기를 대화의 무서움 해소, 대화의 정서적 효과, 유

행, 대화의 간결성과 재미라는 5가지 요인으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이성준(이성준 2015)의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요인(성별, 연령), 성격, 이용동기(효율적인 커

뮤니케이션, 간결성, 유행성)이 이모티콘 사용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회 

단서 전달이 어려워,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 이모티콘의 

주요 역할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마지막

으로, 이종윤(2018)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용동기를 감정표현, 사회성, 휴식성 총 세가지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관련 선행 연구들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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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충족 이론을 기반하여 이모티콘 사용 동기로 쾌락

적 측면(Hedonic), 사회적 측면(Social), 정보전달 측면

(Information) 등 세가지 큰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송신자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

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모티콘을 이용할 수 있

고, 이모티콘 사용 종류 및 행태의 유행을 따르거나, 

수신자의 감정상태, 태도, 반응을 의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Fischer and Manstead 2008). 또

한, 긴 문장의 텍스트보다 간결한 이모티콘을 활용하

는 경우와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부각시

키는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한

다(Derks et al. 2008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이모티콘의 사용 동기를 밝히고, 이러

한 요인들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3 Motivation of emoticon Usage and 

Regulatory Focus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 처리 방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서 이

모티콘 사용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Higgins(1997, 2000)의 조절초점이론의 기본적 전제

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절초점이론에서는 이러한 쾌락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려 하는 사

람들의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

적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과 행동이 다른데, 일

례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을 그 결과에 최대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반

대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

(Zhu and Meyers-Levy 2007). 즉, 조절초점이론에는 

두가지 성향이 존재하는데, 예시로 든 전자의 사람은 

향상초점 성향이 강하며, 이들은 혜택, 진보, 쾌락, 성

취 등에 집중하여 행동한다. 후자의 사람은 예방초점 

성향이 강하며, 이들은 최대한 위험이나 손실을 회피

하려 하며,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들

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 

조절초점에 따라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이 달라지

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정재권·

박도형(2013)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환

경에서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서 제품의 태도에 

대한 제품 리뷰(감성적 vs. 이성적, 긍정적 vs. 부정적)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박도형·정재권(2015)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기대를 두 가치 차원으로 구분하

고, 규범적 기대와 예언적 기대가 소비자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향상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

자는 예언적 기대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반대로,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규범적 기대 불일치가 소비자 만족에 더 많

은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김건우·박도형(2018)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웹 페이지에 대해 가

지는 감성들을 기준으로 지표를 도출하고, 개인의 조

절 초점 성향에 따라서 웹 페이지에 대한 감성 지표들

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해외에

서도 온라인 환경에서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특정 행위가 달라지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

로 Lee(2016)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조

절초점의 역할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향상

초점 성향을 가진 개인은 쇼핑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Ashraf(2016) 

연구에서는 온라인 웹 사이트의 타입(Hedonic vs. 

Utilitarian)과 조절 초점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향상초점 성향의 소비자들은 예방 

초점 성향의 소비자들보다 쾌락적 쇼핑 상황에서 웹

사이트에 대해 더 높은 평가와 구매 의도를 보였다. 반

대로,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들은 실용적 쇼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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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와 구매 의도가 더 높았다.   

이렇듯 조절초점이론은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분야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개인이 미디어를 사용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모티콘 관련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격 특

성에 따라서 이모티콘 활용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

여지고 있다. Xu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외향

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신경성(Neuroticism), 개방성

(Openness) 등 다섯 가지 성격 요인을 제시하면서 이

러한 요인들이 인스턴트 메신저에서의 이모티콘 사용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방성과 

성실성이 이모티콘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Wall et al.(2016) 연구에

서도 성격 Big 5 측정 항목들을 기반으로 실제 이모티

콘 사용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외향성은 긍정적으로, 

성실성은 부정적으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

용자들이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동기는 성격 혹은 성향

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성준(2015)은 모바일 메신

저에서 이용자의 다섯 가지 성격 특성(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신경성)을 기준으로 이모티콘 활용 정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문제로 제시하였고, 결과적

으로 다섯 가지 요인 중 외향성만이 이모티콘 활용 정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

지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서 온라인 메신저 환

경에서 이모티콘의 사용 동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조사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조절초점 성향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은 

개인의 향상초점 혹은 예방초점 성향에 따라서 특정한 

동기와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박요한·박도형 2017; Higgins 1997, 2000). 일반적

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조절초점 이론을 활용할 때 유

형의 제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동기를 설

명한다(Lee 2016; Wang and Lee 2006). 하지만 최

근에는 미디어 및 인터넷의 발달로 조절초점 이론을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고(김건우·박도형 

2018), 개인의 성향이 무형의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혹

은 해당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ex. 이모티콘)

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

은 제품뿐만 컨텐츠 사용에 있어서도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에도 

향상초점 및 예방초점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는 이모티콘의 사용 동기를 사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하여 쾌락적, 사회적, 정보전달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세부 요인들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

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한 기능은 이모티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

심적인 역할 일 수 있기 때문에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성향 모두에서 유의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황하

성·박성복 2008).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절초점 이론에 

따르면 예방초점 성향인 사람은 위험이나 손실을 최

대한 회피 하려하고, 안전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예방

초점 성향인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에 민감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가능성이 더 높

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

용하는 이모티콘을 따라서 사용하는 측면이 클 것으

로 예상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결과에 민감

하고, 촉진, 열망 욕구가 높은 향상 초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원인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촉진, 열망 욕구가 높은 향상

초점 성향이 강한 개인은 주변을 신경쓰기보다는 자신

의 감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더 크며, 사회적 측면의 동

기 요인이 약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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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Method

3.1 Participants

전체 설문 응답자는 183명의 학부생, 대학원생 및 일

반인 등으로 이루어졌고, 불성실하거나 중심화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27부를 제외한 총 156부의 설문지를 실

증 분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

보면 평균 나이 28.79세, 남성이 71명(45.8%)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온라인 메신저 서

비스인 카카오톡(KakaoTalk)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으

며,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사용하는 이모

티콘의 타입으로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62.6%)가 가

장 많았으며, 그래픽 이모티콘(19.4%), 텍스트 이모티

콘(18.1%)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모티콘의 감정 표

현 사용에 있어서는 행복(63.2%), 놀람(16.8%), 슬픔

(5.8%), 분노(5.2%), 당황(3.9%), 혐오(3.9%), 두려움

(1.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 대상 서비스

로는 모바일 및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선정하였는데,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를 확보한 메신저 서비스로서 국내 메신저 서비스들 

중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와 성

별 구분 없이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이모티콘 사용 동

기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실험 대상 서비

스로 선정하였다. 

3.2 Measurement and Procedure

본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은 이모티콘 사용 동

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은지(2017), 이성준(2015) 등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알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

는데, 향상초점 성향은 이상, 성취, 촉진, 증진, 열망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긍정적

인 결과에 초점을 두고, 기대하며,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예방초점 성향은 의무, 안전, 책

임, 보호, 방어 욕구를 가지며, 목표 추구에 있어서 부

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며, 보수

적인 편향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참여자들의 조절초점 성향을 향상초점과 예방

초점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향상초점 문항들의 

평균에서 예방 초점 문항들의 평균을 뺀 조절초점 경

향 지수(Regulatory Focus Tendency)를 산출하였다

(김건우·박도형 2018; 박도형·정재권 2015). 개인의 성

향은 하나의 특정 성향으로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

닌 향상 및 예방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성향이 더 크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지배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조절초점 경향 

지수를 도출하여 그룹을 구분하였다. 조절초점 경향 

지수의 평균은 0.318, 표준편차는 1.57, 중앙값은 0.33

이 나타났다. 평균을 중심으로 조절초점 경향 지수가 

클 경우 향상초점 그룹으로, 작을 경우 예방초점 그룹

으로 구분하여, 조절초점 성향에 다른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사용자의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Lockwood 

et al.(2002) 연구를 참조하여, 향상초점과 초절초점에 

관련한 각각 세 문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향상

초점 문항으로 ‘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

다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를 설문 참

가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예방초점 문항으로 ‘나는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항상 원칙과 규

정을 그대로 지킨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

안해진다,’를 제시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각각 0.75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방에서 사용

하는 이모티콘 종류와 방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 

실태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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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Likert 7점 척도(1: 매우 아

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모티콘 사용 동기에 대

한 변수들의 유형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모티

콘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

의 성향인 조절초점에 따라서 이모티콘 사용량에 대한 

이모티콘 사용 동기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그룹별로 회귀분석을 반복 수행해본 후 실증분석을 마

무리 하였다.

4. Research Result

4.1 Factor Analysis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 상황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수행했다. 주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여 요인 추출을 하였으며, 베리멕스(Varimax)방식을 

적용하여 요인 회전을 수행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값

(Eigenvalues) 1.0이상, 각 요인별 주적재치를 0.60이

상, 부적재치를 0.40미만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모두 5개의 이모티콘 이용 동기 요인이 

추출되었고<표 2>, 전체 변량의 76.14%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인 1은 ‘내용의 삭막함을 줄일 수 있다.’ ‘대

화를 진행할 때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대화 내용

이 보다 재미있어 진다’ 3개의 측정 항목들이 한 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재미’ 라는 동기로 명명하였

다. 이 요인은 해당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상

대방과 채팅을 할 때, 주로 대화 내용을 재미있고, 지루

함을 달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로 정의내

릴 수 있다. 요인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6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2는 ‘유행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사용한다.’ ‘주

변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타인에

게 멋있어 보이려고 사용한다.’ 3개의 측정 항목들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유행’ 이라는 동기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해당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용

자들이 상대방과 채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

<표 1> 조절초점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Construct Indicators
Factor Loadings

1 2

Promotion 

나는 항상 원칙과 규정을 그대로 지킨다 0.89 -0.05

나는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0.80 0.03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0.75 0.21

Prevention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0.16 0.85

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0.00 0.80

나는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0.22 0.79

Eigenvalue 2.05 2.03

분산설명(%) 34.10 33.84

누적설명(%) 34.08 67.93

Cronbach’s Alpha 0.7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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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모티콘 사용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Construct Indicators
Factor Loadings

1 2 3 4 5

Hedonic 재미

재미1 0.84 0.09 0.20 0.18 0.09

재미2 0.84 0.24 0.11 0.14 0.15

재미3 0.77 0.07 0.09 0.21 0.21

Social

유행

유행1 0.04 0.87 0.06 0.18 0.15

유행2 0.25 0.81 0.08 0.10 -0.01

유행3 0.06 0.80 0.23 -0.01 0.07

인상관리
인상관리1 0.13 0.18 0.87 0.08 0.14

인상관리2 0.14 0.14 0.85 0.13 0.04

Information

명확성

명확성1 0.06 0.18 0.23 0.80 0.08

명확성2 0.48 0.10 0.05 0.72 0.10

명확성3 0.47 0.01 -0.03 0.60 0.24

효율성
효율성1 0.32 0.09 -0.07 0.10 0.81

효율성2 0.09 0.09 0.34 0.17 0.80

Eigenvalue 2.68 2.23 1.78 1.73 1.48

분산설명(%) 20.62 17.14 13.68 13.28 11.41

누적설명(%) 20.62 37.76 51.45 64.73 76.14

Cronbach’s Alpha 0.86 0.81 0.80 0.74 0.65

한다.’ ‘내용을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3

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명확성’ 이라는 동

기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해당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대방과 채팅을 할 때, 대화 내용을 명확

하게 전달하고, 전달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모티

콘을 사용하는 동기로 정의내릴 수 있다. 내적 신뢰도

는 0.74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텍스트에 비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화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한

다.’ 2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성’ 이라

는 동기로 명명되었다. 이 요인은 해당 메신저를 이용

하는 사용자들이 상대방과 채팅을 할 때, 타이핑에 대

한 시간을 줄이고, 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용을 하고, 이러한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이모티

콘을 사용하는 동기로 정의내릴 수 있다. 요인의 내적 

신뢰도는 0.81로 확인되었다. 

요인 3은 ‘내 감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

한다.’ ‘예의상 상대의 기분에 맞추려고 사용한다.’ 2개

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상관리’로 명명하

였다. 이 요인은 해당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대방과 채팅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

현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모티콘

을 사용하는 동기로 정의내릴 수 있다. 내적 신뢰도는 

0.80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4는 ‘대화 내용의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

용한다.’ ‘대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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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로 정의내릴 수 있다. 요인 

내적 신뢰도는 0.65로 확인되었다.

4.2 Regression Analysis on Emoticon 

Usage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섯 개의 요인들이 이모

티콘의 사용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 개

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모티콘 사용

량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이모티콘의 사용량은 ‘메신저에서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총 두 문항이 

사용되었다: (1) 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모티콘

을 자주 사용한다, (2) 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모

티콘을 많이 사용한다. Likert 7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으며, 신뢰도는 0.96

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수행하기 전 회귀모형의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및 자기상관검토를 수

행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수(VIF)

가 모두 1인 것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은 1.80

로 잔차가 독립적이고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다섯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r2=0.39 

adj r2=0.37, F통계량은 18.74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

어 사회과학 연구 기준으로 보통 이상의 설명력을 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ohen, 1992). 구체

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5개의 독립변수 중 

재미(p<0.01), 유행(p<0.05), 명확성(p<0.01), 효율성

(p<0.01) 4개의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상관리(p=0.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표 3>.

다음으로 채팅 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절초

점 성향에 따라서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그룹 별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 

사용자의 조절초점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향상초점/

예방초점)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향상초점 그룹

에서의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

에는 재미(p<0.01), 명확성(p<0.01), 효율성(p<0.01) 요

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표 4>, 유행(p=0.15), 인상

관리(p=0.92)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예방초점 그룹에서는 모든 요인들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표 5>. 전체 모형

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예방초점 그룹에서는 인상관

리 요인이 이모티콘 사용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용

자들은 대화 상대방의 감정을 의식하여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여 이

<표 3> 이모티콘 사용동기 요인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Unstandardized Beta Standardized Beta t-value p-value

(Constant) 4.48 39.02 0.000

재미 0.73 0.41 6.34 0.00

유행 0.29 0.16 2.50 0.01

인상관리 0.14 0.08 1.23 0.22

명확성 0.57 0.32 4.90 0.00

효율성 0.54 0.30 4.66 0.00

Model Fit: r=0.62 r2=0.39 adj r2=0.37, F(5,149) = 18.7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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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가 크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향상초점 그룹에서는 재미, 명확성, 효율성 

요인들이 예방초점 그룹보다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의 동기를 확인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

카오톡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과 충족 이론의 쾌락적, 사회적, 정보전달 세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요인(재미, 유행, 인상관리, 

명확성, 효율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상

관리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이모티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조절하는 역할로서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작

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향상 및 예방초점 성향

의 그룹별 이모티콘 사용에 있어서 이모티콘 사용 동

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서 안전, 책

임, 의무와 같이 나쁜 결과를 회피하려는 데 조절의 초

점을 두는 예방초점 사용자들에서는 인상관리를 포함

한 모든 요인들이 이모티콘 사용 태도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가

지는 향상초점 사용자들은 유행과 인상관리 요인이 태

<표 4> 향상초점 그룹에서의 이모티콘 사용동기 요인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Unstandardized Beta Standardized Beta t-value p-value

(Constant) 4.62 26.92 0.00

재미 0.78 0.32 3.28 0.00

유행 0.24 0.13 1.44 0.15

인상관리 0.02 0.01 0.11 0.92

명확성 0.73 0.26 2.73 0.00

효율성 0.67 0.32 3.31 0.00

Model Fit: r=0.61 r2=0.37 adj r2=0.33, F(5,74) = 8.66(p<0.01)

<표 5> 예방초점 그룹에서의 이모티콘 사용동기 요인이 이모티콘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Unstandardized Beta Standardized Beta t-value p-value

(Constant) 4.25 26.40 0.00

재미 0.63 0.48 5.22 0.00

유행 0.34 0.19 2.08 0.04

인상관리 0.32 0.19 2.04 0.04

명확성 0.46 0.40 4.35 0.01

효율성 0.47 0.29 3.13 0.00

Model Fit: r=0.67 r2=0.45 adj r2=0.41, F(5,69) = 11.2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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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로,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은 대화 상대

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둘째로, 향상초

점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과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

용자들의 이모티콘 사용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예를들어,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은 

대화의 결과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 시선을 의식하고, 혹은, 대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

하여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재미, 명확성, 효율성 요인들

의 영향력이 더 크게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상

초점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시

선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이모

티콘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번째,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 및 구체화가 되

지 않은 동기들을 사용과 충족 이론에 기반하여 명확

한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온라

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이모티콘 시장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수많은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 역시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디자인과 같은 단순히 기능적인 형태로만 이모

티콘의 사용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관점

에서 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

로 쾌락적, 사회적, 정보전달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

으며, 각 세분화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참가자

들에게 실제로 대화방에서 사용한 이모티콘을 기준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대화 상대에 대한 심

리적 상태인 사회적 측면 부분도 고려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모티콘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인 사용 

동기를 밝혀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성향을 

구분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절초점 이론은 심

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소비자 행동, 광고, 마케

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

인 환경이 주를 이루면서, 미디어 분야에도 접목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에서 조절초점 

이론을 적용해 본 것은 충분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번째,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듯이 조절초

점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

들의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방식, 제품에 대한 가격 제시 방법에 

따른 태도 등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 주로 연구가 수행

되었다 (박창기·김재휘 2017; Wang and Lee 2006) 

최근에는 조절초점 이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확

장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건우·박도형 2018; 

Lee 2016; Wall et al. 2016),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온

라인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즉 ‘이모티콘’ 이

라는 대상으로 이론적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다. 기술

의 발달에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

로 확장될 것이며,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서 소비자들

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무형

의 콘텐츠 사용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보

여주었다는 공헌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

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모티콘을 추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절초점 성향

에 대한 문항을 설계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한 

후, 사용자들을 두 그룹별로 분류하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이모티콘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에 기반하면,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용자들

은 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느낌을 주는 것이 중

요한데, 이들에게 이모티콘 판매에 대한 광고를 할 경

우 이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제작자 관점

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 관련 연구에서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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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측면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성향 

및 특성에 맞추어 캐릭터 및 이모티콘의 이미지를 제

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방초점 사용자

들은 상대적으로 향상초점 사용자들보다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는 사회적인 측면의 사용 동기가 크기 때문

에, 대화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보편적이고, 안정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과 적절한 

메시지가 혼합된 이미지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라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 시장이 인스턴트 

메신저 수입원의 큰 부분을 차지해 감에 따라서, 실무

자들은 근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왜 이

모티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 사용 동기

로 크게 다섯 가지의 차원(재미, 유행, 인상관리, 명확

성, 효율성)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모티콘 컨텐츠 사용 

활성화, 이모티콘 시장 분석 등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

용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실무자들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본 연구의 실험 대상물은 국내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부터 시

작해서 네이버 블로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등 이모티콘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속성 차원에서 

혹은 해당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이모티콘의 특징과 관

련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흥미로운 결

과를 도출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본 연구에

서는 설문을 수행할 때 이모티콘을 전달하는 전달자

(Sender) 입장에서만 이모티콘 사용 동기를 다루었다. 

이모티콘의 주요 역할인 상호간 소통을 하기 위한 도

구의 관점에서 수신자(Receiver)의 측면도 주의 깊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 설문 참여자들에게 최

근 참여한 대화방에 대해 생각하게 한 후 설문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회상에서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온라인에서의 대화 상황을 

설계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절초

점이론을 활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모티콘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

적 소유감의 정도(서봉군·박도형 2018; Seo and Park 

2020)에 따라서 어떤 태도나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지 

확장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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