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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적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신을 심으로 하

는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리해주는 서비스로 표 인 사이트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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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며,

페이스북의 사용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과

인터 션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페

이스북에서 사용자 간에 가장 원활하게 공유되는 방식은

게시 의 ‘좋아요’를 르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 인 사

실이나 정보에도 ‘좋아요’를 러야 하는 제한 인 서비

스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은 ‘좋아요’만 있던 감정공유 방

법을 개선하여 ‘좋아요’, ‘최고 요’, ‘웃겨요’, ‘멋져요’, ‘슬

퍼요’, ‘화나요’ 등 총 6가지의 감정으로 추가시켰다. 하지

만 다양해진 서비스는 재 사용자들에게 정 인 반응

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불편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최근 페이스북에 새로 도입된 6가지 감정 이모티콘

의 사용도에 해 알아보고 유 성에 한 방안을 제시

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    

본연구는 새로 개선된 페이스북 6가지 감정표 에

하여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커뮤니 이션을

한 페이스북의 이용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 조사를

할 것이며, 이를 해 첫 번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기

능의 이용성과 그에 따라 미치는 향에 해 조사를 해

보고, 다른 SNS에 비해 페이스북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 인 20∼30 남녀 35명을 상으로 감정표 방법

에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페이스북의 이용도 편리성과 6가지 감정에 한 사

용자의 태도에 을 두어 질문할 것이며, 각 질문에

해 좀 더 심층 인터뷰를 하여, 6가지 감정에 한 유용

성과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악할 것이다.

2. 론적 경

2.1 커 니  매체로  스  

인터넷 형성에 따라 온라인에서 이 지는 커뮤니 이

션 공간이 등장하 다. 싸이월드, 인터넷 채 사이트 등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교류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최근

엔 트 터,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개인이 다수의 사람

과 쉽게 교류하며, 화할 수 있고, 지속해서 연결되어 커

뮤니 이션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1]. SNS에서는 사람과 사이의 계 맺기가 핵심

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SNS 사용자 이용률은

43.1%로, 2011년 16.8% 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성장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 의 10명 7명 이상 SNS를 이용

하고 있을 정도로 20 의 SNS 이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이용하는 서비스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 터 등 개방형과 폐쇄형 SNS를 고루 활용하고 있다

[4]. 이러한 이용 행태는 직업군에 따라서도 비가 뚜렷

한데, 학생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업주부

는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의 이용이 상 으로 많았다.

SNS마다 특징 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표 인 페이스북에 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페이스북

은 자신의 페이지 혹은 상업 인 페이지 등 다양한 페이

지가 있는데 타임라인과 뉴스피드에는 자신이 올린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 혹은 랜드 페이지에

한 정보 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최근 회사들이

상업 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얻고 있는

이익은 높아지고 있다.

2.2 좋아  능  용  

페이스북은 2003년에 개발되었지만, ‘좋아요(Like)’ 버[Fig. 1] SNS Generation accessibility

[Fig. 2] SNS Service accessibility



Usefulness of Six emoticon newly adapted to faceboo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19

튼은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이 버튼은 페이스북이 도

입해 성공한 표 인 소셜 러그인이다. 페이스북 게

시물에는 ‘좋아요’, ‘댓 쓰기’, ‘공유하기’ 이 게 3가지

버튼이 있다. 이 3가지 모두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 자신

의 친구들에게 보이며, ‘댓 쓰기’는 사용자가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하여 을 쓸 수 있다. ‘공유하기’는 유용한

정보 자신이 원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

하여 보 할 수 있는 것이며, ‘좋아요’는 게시물을 보고

사용자가 마음에 들 때 르는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으

로 인해 페이스북 스타라는 것이 떠올랐는데, 페이스북

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게시물을 만들어 올려 좋

아요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심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좋아요’를 많이 얻은 페

이지는 상업 으로 이용되어 회사에 팔리기도 하며,

SNS 고라는 것이 나오며 유명 페이스북 스타들을 통

해 회사들이 후원하며 페이스북에 고를 내고 있다. 페

이스북 ‘좋아요’가 많이 클릭된 내용의 들은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좋아요’와

‘댓 ’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올려 다고 한다[13].

2.3 6가지 감정 튼 

지난 2016년 2월 24일 페이스북은 ‘좋아요’만 있던 버

튼에서 6가지 감정 버튼 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

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부정 인 게시물에

도 ‘좋아요’를 러야 하는 에 하여 의견을 내었고,

그러한 을 개선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

으로 얻기 하여 개선한 것이다. 사용법은 ‘좋아요’를 길

게 르면 나머지 감정들이 나오고 그다음 자신이 원하

는 감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연  결과 

3.1 답  용도  

본 연구의 분석을 하기 해 설문응답자를 20∼30

남녀 35명을 상으로 잡아보았다. 35명 여성은 20명

(57.1%) 남성은 15명(42.9%)이었고, 20 는 30명(85.7%),

30 는 5명(14.3%)이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페이스북 이용성

조사를 시작으로 4년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한 응답자는

35명 28명(80%), 2∼4년 이내 사용자는 5명(14.2%), 1

∼2년 이내 사용자는 2명(5.7%)이었으며, 반년 이내와 6

∼1년 이내 사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로 평균 페이스북을

4년 이상 사용한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결과 다.

하루 평균 속 횟수 항목에서 습 으로 속하는

사용자는 35명 17명(48.5%), 20∼30회 속 이용자 4

명(11.4%), 10∼20회 10명(28.5%), 10회 이하 2명(5.7%)

이었으며 하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1명

(2.8%)으로 페이스북을 정보 공유 실생활 필요 자료

를 얻기 해 보는 이용자들이 많아 습 으로 속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한, 페이스북 기능 ‘좋아요’, ‘댓 쓰기’, ‘공유하기’

3가지 가장사용빈도가 높은 게 무엇인지묻는 항목에

서 35명 ‘좋아요’ 30명(85.7%), ‘댓 쓰기’ 2명(5.7%),

‘공유하기’ 3명(8.5%)으로 나타났으며, ‘좋아요’ 버튼의

이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5명 매우 잘 른다 5명

(14.2%), 잘 른다 8명(22.8%), 보통 18명(51.4%), 가끔

른다 3명(8.5%), 른 없다 1명(2.8%)으로 페이스북

을 사용할 때 ‘좋아요’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

며, 개인 심층 연구 ‘좋아요’를 보통 이상 르는 이유

에 하여 심 있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른다면 친구

들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른다는 이유와 습 으로

른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2 답  만족도 

페이스북 6가지 감정표 기능에 하여 이용자들에

게 질문한 항목은 <Table 1>과 같다.

Measurable Item

1) Are emoji button designs easily recognizable?

2) Is it easy to click emoji buttons?

3) Are buttons clicked as you expected when clicking buttons?

4) Do you believe that emoji buttions are properly functioning?

<Table 1> Usability of six different emotions

[Fig. 3] Six Emo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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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 에 하여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 35명 30

명(85.7%)이 안다 하 고, 5명(14.2%)은 아직 알지 못한

다고 하 다. 개인 심층 연구 결과로 30명 감정표 에

해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나 몇 가지 정도의

감정이 있는지에 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의견이 부

분이었다. 6자기 감정표 을 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한 디자인에 한 질문 감정버튼의 디자인이 잘 알

아보기 쉬운가의 결과는 35명 매우 그 다 3명(8.5%),

그 다 8명(22.8%), 보통 14명(40%), 그냥 그 다 8명

(22.8), 아니다 2명(5.7%)으로 아이콘의 디자인은 감

정표 을 잘 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asurable Item

1) Do you believe that your emotions are well shared

with other users on the same post?

2) Do you as a respondent think that expressing own

emotions via emoji buttions is more approachable?

3) Do you believe that six different emotion buttons are

necessary?

4) Do you think that buttons now are more useful

compared to a single, "like" button before?

5) Do you consider if other emotions rather than six

now should be added?

<Table 2> Usefulness of six different emotions

다음은 시스템에 한 사용자 사용성에 한 질문으

로 감정 버튼을 르기 쉽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결과

로 매우 그 다 1명(2.8%), 그 다 3명(8.5%), 보통 7명

(20%), 그냥 그 다 12명(34.2%), 아니다 12명

(34.2%)이었고, 감정버튼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

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매우 그 다 0명(0%), 그 다

1명(2.8%), 보통 8명(22.8%), 그냥 그 다 17명(48.5%),

아니다 9명(25.7%)으로, 감정버튼을 르는 근 방

식이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러야 하는지 몰랐

었다는 경험담이 있었으며, 체 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는 의견이 부분이었다. 그래서 감정 버튼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그 지 않다

라는 응답자가 35명 33명(94.2%)으로 가장 높은 결과

가 나왔다. 좋아요 버튼만 있을 때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

각하나에 한 결과로 35명 매우 그 다 0명(0%), 그

다 2명(5.7%), 보통 13명(37,1%), 그냥 그 다 1명

(2.8%), 아니다 19명(54.2%)으로 좋아요 버튼만 있

을 때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며 굳이 있지 않아도 친

구들과 공유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었다.

3.3 연 제  결과 

페이스북에 새로 도입된 6가지 감정표 의 유용성에

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반응은 부정 이었다. 사

용자가 페이스북 ‘좋아요’를 르는 이유는 게시물에

한 심도이며, 이것은 게시물에 하여 사용자 데이터

로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6가지 감정표 은 사용자들의

좀 더 넓은 사용성 세분된데이터수집을 하여 만들

어졌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좋아요’ 외에 감정들을 사용

하는 빈도는 ‘좋아요’와 비교하 을 때 히 낮다. 설문

조사를 따르면 버튼을 사용하는 근성에 하여 감정버

튼의 디자인이 각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의견

이 높았고, 버튼의 사용방법이 쉽지 않고, 원하는 방법

로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감정버튼

을 러보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 때문

에 사용해보았다는 사람들이었고, 설문조사자 사용을

해보았지만, 다시 혹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가 10명 (28.5%)으로 이유는 버튼의 존재에 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다른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것이 나을 것 같다고하 다. 사용자가 ‘좋아

요’를 르는 이유는 게시물을 을 때 친구들에게 보

이기 한, 자신이 본 게시물을 타인과 공유하기 한 목

으로 이용하는 데 비하여 6가지 감정버튼은 사용자들

의 이용 데이터 수집을 한 목 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좋아요’, ‘싫어요’ 두 가지 버튼만 존

재한다면 사용자들의 근성이 더욱 쉬웠을 것이며, 데

이터 수집을 하는 데도 간단명료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6가지 감정 표 에

하여,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자에게 얼

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더하여, 감정표 신 감정표 외에 다른 표 방식에

해서도 제안하 다. 새롭게 제안된 6가지의 감정표

은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제한 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업그 이드된 것이지만, 그에 한 사

용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 인 견해 다. 설문조사

상자 35명 8명은도입된 감정표 에 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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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태도 으며, 나머지는 감정표 을 사용해 본 이

없다는 응답자가 부분이었다.

개선된 감정 표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그다음

은 이용성 이유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사용 방법은, 버

튼을 꾹 른 뒤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인

데 이러한 근 방법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유발한다. 더하여 버튼을 르는데 자칫 잘못

르면 다른 감정을 선택하게 되고, 취소하기 해선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사

용자들의 이용 빈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

고, 왜 6가지의 감정까지 필요한지에 한 의문까지 불러

일으켰다. 만약 ‘좋아요’, ‘싫어요’ 버튼만 있었다면 사용

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단하

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용자가 사

용함으로써 사용 방법을 더욱 쉽게 개선한다면 재보다

더 나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이용서비스를 좀 더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하여,

무 많은 요소를 개발시키기보다는 어떠한 서비스가 사

용자들이 더 사용하기 쉽고, 에 띄기 쉬우며,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더욱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에 하여 좀 더 을 두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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