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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S의 사용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확대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친숙한 표현기호로서의 이모티콘은 다양한 감정 전달과 의사소

통의 보조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모티콘 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모티콘 그래픽 요소에 대한 중요

도 및 이모티콘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타이포 그래픽요소와 재미있는 스타일, 스타, 방송 스타일의 이모티콘

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 여성은 동물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 그래픽과 귀여운 스타일은 낮은 

연령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채색 그래픽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사 이미지는 중고교 재학 중인 10대와 50대 이상에

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재미있고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과 스타 및 방송, 만화 ,웹툰 스타일은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채색 그래픽과 타이포 그래픽은 대학원 재학 중 이나 대학졸업자 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

이고 있으며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은 대학 재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스타 및 방송 스타일에서는 중고교 재학생들

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색 그래픽에서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

냈으며, 실사 이미지와 타이포 그래픽은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가 

이모티콘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여.이모티콘 캐릭터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With the increasing use of smartphones and SNS, emoticons as familiar expression symbols in non-face-to-face communication have 

been widely used as an auxiliary means of communication of various emotions.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on emoticon style 

design,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emoticon graphic elements and the preferences of emoticon style. Men consider more important 

of typographic elements, funny styles, and emoticons of star and broadcast style, women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animal graphic 

style emoticons, and simple graphics and cute styles are preferred at lower ages. On the contrary, the colored graphics are preferred as 

the age group gets higher, and the photo images are preferred in the teenagers and over 50s. Their 40s and over 50s showed high 

preferences in funny message, star, broadcast, cartoon, and webtoon styles. Graduate students and university graduates showed high 

preferences in colored graphics and typographical styles, and the message style was preferred relatively low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star and broadcast style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preference than other groups. Self-employed 

workers showed higher preference in colored graphics than other occupation groups, and housewives showed higher preference in 

photo images and typographies. We expect that the results presented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moticon design development and will help to vitalize the emoticon charact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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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

콘 사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모티콘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메시지를 함축적이고 신속하게 전달

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텍스트 형태의 대화보다는 감정표현을 좀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유도한다. 하지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모티콘의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따

라서 다양하고 친숙 할 뿐 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 전달을 위한 이모티콘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 전달을 위한 다양한 표현의 이모티콘 스타일 디자인 개발의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이모티콘 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증분석으로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독

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분산분석 ,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이모티콘 사용목적, 이모티콘의 디자인요

소 및 그래픽스타일의 선호도, 이모티콘의 스타일등에 관한 분석결과는 실제 이모티콘 스타일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모티콘의 정의

이모티콘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그림으로 세부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한글로는 

“그림말”이라고도 한다. 1982년 9월 19일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스콧 팔먼(Scott Fahlman) 교수가 온라인 전자 게시판에 웃는 표

정을 표현한 “:-)”과 슬픈 표정을 표현한 “:-(”을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

달할 때 사용하는 특유한 그림문자로, 컴퓨터 자판의 문자·기호·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다[1]. 

2.2 이모티콘의 기능

이모티콘의 기능은 첫째,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한 기계적이고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 전달을 효과적이고 부드

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아날로그 메시지를 감정적, 주관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보완해준다. 

셋째, 이모티콘을 이용하면 단지 몇 바이트로 감정이나 형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소

통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 신속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넷째, 표정이나 행동, 특정한 사물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의 표현은 

폭넓은 묘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유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위트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면대면 상황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해주고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2,3]. 이모티콘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적절히 보완하

며 SNS 이용자들에게 언어와 관계없이 시각적, 감각적, 상황적 의미를 전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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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모티콘 스타일

Table 1. Emoticon style & emoticon graphic style

이모티콘 스타일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단순형의 그래픽 (라인타입)

재미있는 스타일 채색이 있는 그래픽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 동물그래픽

스타 및 방송 스타일 인물그래픽

만화, 웹툰스타일 

실사이미지

타이포그래픽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 및 수집하였다. 전체 24문항으로 인

구통계학적 4문항, 이모티콘과 SNS 관련 4문항, 이모티콘 중요요소 3문항,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 유형별 호감도 6문항, 이모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변수 내용 빈도 %

성별
남 72 28.6

여 180 71.4

연령

10대 35 13.9

20대 107 42.5

30대 47 18.7

40대 27 10.3

50대 이상 26 14.3

학력

중고교 재학 41 16.3

대학 재학 84 33.3

대학 졸업 78 31.0

대학원 이상 49 19.4

직업

학생 118 46.8

회사원 34 13.5

자영업 15 6.0

전문직 35 13.9

주부 27 10.7

기타 23 9.1

총합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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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콘 콘텐츠 스타일 유형별 호감도 5문항, 이모티콘 구입 방법과 새로운 이모티콘 관심도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62명이 응

답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0명을 제외한 25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와 Table 3은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적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의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 10대, 50대 이상, 40대

의 순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50%이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 경험은 2명

을 제외한 250명(99.2%)이 대부분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Cross tabulation of gender and age 

남 여

 연령

10대 10 25

20대 28 79

30대 15 32

40대 7 20

50대 이상 12 24

3.2 실증분석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4는 그래픽 요소와 애니메

이션 요소는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없었으나 타이포 요소는 p-value가 0.015로 나타나 유의수준   에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타이포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동물 

그래픽과 인물 그래픽에 대한 남녀의 선호도는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동물 그래픽에서는 여성이 

Table 4. T-test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gender

항목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중요 요소

그래픽
남 4.01 1.055

-0.796 0.427
여 4.13 1.014

타이포
남 3.86 1.066

2.462 0.015
여 3.48 1.235

애니메이션
남 3.76 1.041

-0.714 0.476
여 3.86 .950

그래픽

스타일

단순 그래픽
남 3.96 1.156

-0.415 0.679
여 4.02 1.083

채색 그래픽
남 2.83 1.300

-0.061 0.952
여 2.84 1.319

동물 그래픽
남 3.60 1.134

-2.226 0.027
여 3.94 1.112

인물 그래픽
남 2.94 1.299

3.286 0.001
여 2.37 1.228

실사 이미지
남 2.18 1.226

1.590 0.113
여 1.92 1.141

타이포 그래픽
남 2.69 1.430

1.946 0.053
여 2.3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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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그래픽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선호하는 이모티콘 스타일에서는 재밌는 스타일과 스타, 방송 스타일

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두 스타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5는 연령대간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 선호도, 이모티콘 스타일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별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모티콘 그래픽 선호

도 항목에서는 단순 그래픽, 채색 그래픽, 실사 이미지, 타이포 그래픽에서 유의수준   에서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단순 그래픽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색 그래픽은 반대로 연

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실사 이미지에서는 1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Table 4. T-test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gender (Continue)

항목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이모티콘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남 4.32 .802

-0.659 0.511
여 4.39 .822

재밌는 스타일
남 3.90 1.165

3.046 0.003
여 3.38 1.399

메시지 스타일
남 2.71 1.261

1.545 0.124
여 2.42 1.353

스타, 방송 스타일
남 2.22 1.224

3.058 0.003
여 1.73 .979

만화, 웹툰 스타일
남 3.28 1.010

0.211 0.833
여 3.24 1.180

Table 5. ANOVA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age group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중요 요소

그래픽

집단-간 6.488 4 1.622 1.558 .186

집단-내 257.226 247 1.041

전체 263.714 251

타이포

집단-간 13.141 4 3.285 2.332 .056

집단-내 347.939 247 1.409

전체 361.079 251

애니메이션

집단-간 5.123 4 1.281 1.353 .251

집단-내 233.877 247 .947

전체 239.000 251

그래픽

스타일

단순 그래픽

집단-간 38.751 4 9.688 8.987 ***

집단-내 266.245 247 1.078

전체 304.996 251

채색 그래픽

집단-간 102.289 4 25.572 19.178 ***

집단-내 329.362 247 1.333

전체 431.651 251

동물 그래픽

집단-간 5.746 4 1.437 1.133 .342

집단-내 313.218 247 1.268

전체 318.96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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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타이포 그래픽에서는 4 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모티콘 스타일 항목에서는 모든 문

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귀여운 스타일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미있는 스타일,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 스타 및 방송 

스타일과 만화 웹툰 스타일은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은 학력에 따른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 선호도, 이모티콘 스타일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학력간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모티콘 그래픽 선호

도 항목에서는 채색 그 래픽, 실사 이미지, 타이포 그래픽에서 유의수준   에서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ukey 

HSD 사후 검정 결과 채색 그래픽과 타이포 그래픽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실사 이미지에서는 

중고교 재학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모티콘 스타일 항목에서는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에서 대학 재학

에서 다른 집단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으며 스타 및 방송 스타일에서 중고교 재학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7은 직업에 따른 이모티콘 요소의 중요도, 이모티콘 그래픽 스타일 선호도, 이모티콘 스타일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모티콘 그래픽 선호도 항목에서는 채색 그래픽, 실사 이미지, 타이포 그래픽에서 유의수준   에서 직업별로 

Table 5. ANOVA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age group (Continue)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그래픽

스타일

인물 그래픽

집단-간 10.420 4 2.605 1.624 .169

집단-내 396.259 247 1.604

전체 406.679 251

실사 이미지

집단-간 27.675 4 6.919 5.420 ***

집단-내 315.321 247 1.277

전체 342.996 251

타이포 그래픽

집단-간 167.605 4 41.901 33.374 ***

집단-내 310.109 247 1.256

전체 477.714 251

이모티콘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집단-간 16.906 4 4.227 6.958 ***

집단-내 150.030 247 .607

전체 166.937 251

재밌는 스타일

집단-간 26.168 4 6.542 3.718 ***

집단-내 434.637 247 1.760

전체 460.806 251

메시지 스타일

집단-간 163.157 4 40.789 35.747 ***

집단-내 281.839 247 1.141

전체 444.996 251

스타, 방송 스타일

집단-간 21.715 4 5.429 4.985 ***

집단-내 268.964 247 1.089

전체 290.679 251

만화, 웹툰 스타일

집단-간 12.562 4 3.141 2.509 .043

집단-내 309.184 247 1.252

전체 321.746 25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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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채색 그래픽에서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

으며, 실사 이미지와 타이포 그래픽은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모티콘 스타일 항목에서는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에서 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다.

Table 6. ANOVA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academic background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중요 요소

그래픽

집단-간 4.502 3 1.501 1.436 .233

집단-내 259.212 248 1.045

전체 263.714 251

타이포

집단-간 8.597 3 2.866 2.016 .112

집단-내 352.483 248 1.421

전체 361.079 251

애니메이션

집단-간 1.833 3 .611 .639 .591

집단-내 237.167 248 .956

전체 239.000 251

그래픽

스타일

단순 그래픽

집단-간 7.335 3 2.445 2.037 .109

집단-내 297.661 248 1.200

전체 304.996 251

채색 그래픽

집단-간 17.050 3 5.683 3.400 .018

집단-내 414.601 248 1.672

전체 431.651 251

동물 그래픽

집단-간 1.516 3 .505 .395 .757

집단-내 317.449 248 1.280

전체 318.964 251

인물 그래픽

집단-간 1.420 3 .473 .290 .833

집단-내 405.258 248 1.634

전체 406.679 251

실사 이미지

집단-간 14.966 3 4.989 3.772 .011

집단-내 328.030 248 1.323

전체 342.996 251

타이포 그래픽

집단-간 50.077 3 16.692 9.681 ***

집단-내 427.637 248 1.724

전체 477.714 251

이모티콘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집단-간 3.817 3 1.272 1.934 .125

집단-내 163.119 248 .658

전체 166.937 251

재밌는 스타일

집단-간 3.623 3 1.208 .655 .580

집단-내 457.183 248 1.843

전체 460.806 251

메시지 스타일

집단-간 50.468 3 16.823 10.575 ***

집단-내 394.528 248 1.591

전체 444.996 251

스타, 방송 

스타일

집단-간 13.287 3 4.429 3.960 ***

집단-내 277.392 248 1.119

전체 290.679 251

만화, 웹툰 

스타일

집단-간 1.014 3 .338 .261 .853

집단-내 320.732 248 1.293

전체 321.746 25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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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OVA for factor, graphic & emoticon style by occupation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중요 요소

그래픽

집단-간 1.521 5 .304 .285 .921

집단-내 262.193 246 1.066

전체 263.714 251

타이포

집단-간 6.958 5 1.392 .967 .439

집단-내 354.121 246 1.440

전체 361.079 251

애니메이션

집단-간 1.772 5 .354 .367 .871

집단-내 237.228 246 .964

전체 239.000 251

그래픽

스타일

단순 그래픽

집단-간 12.947 5 2.589 2.181 .057

집단-내 292.049 246 1.187

전체 304.996 251

채색 그래픽

집단-간 35.124 5 7.025 4.358 ***

집단-내 396.527 246 1.612

전체 431.651 251

동물 그래픽

집단-간 5.959 5 1.192 .937 .458

집단-내 313.006 246 1.272

전체 318.964 251

인물 그래픽

집단-간 7.062 5 1.412 .869 .502

집단-내 399.617 246 1.624

전체 406.679 251

실사 이미지

집단-간 15.464 5 3.093 2.323 .044

집단-내 327.532 246 1.331

전체 342.996 251

타이포 그래픽

집단-간 77.738 5 15.548 9.562 ***

집단-내 399.976 246 1.626

전체 477.714 251

이모티콘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집단-간 7.968 5 1.594 2.466 .033

집단-내 158.968 246 .646

전체 166.937 251

재밌는 스타일

집단-간 9.262 5 1.852 1.009 .413

집단-내 451.544 246 1.836

전체 460.806 251

메시지 스타일

집단-간 62.858 5 12.572 8.093 ***

집단-내 382.138 246 1.553

전체 444.996 251

스타, 방송 

스타일

집단-간 15.204 5 3.041 2.715 .021

집단-내 275.475 246 1.120

전체 290.679 251

만화, 웹툰 

스타일

집단-간 8.528 5 1.706 1.340 .248

집단-내 313.218 246 1.273

전체 321.746 25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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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의 이모티콘 그래픽 선호도 상관분석 결과 채색 그래픽은 동물, 인물, 실사, 타이포 그래픽 스타일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단순 그래픽은 채색과 타이포 그래픽 스타일과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 그래픽을 선호하

는 사람은 장식되어 있는 그래픽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Table 9의 이모티콘 스타일 선호도 상관분석 결과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과 스타 및 방송 스타일과 재미있는 스타일의 상관에

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of emoticon graphical style preference

단순 채색 동물 인물 실사 타이포

단순 1

채색 -0.151* 1

동물 0.126 0.237** 1

인물 0.084 0.333** 0.072 1

실사 0.065 0.314** 0.120 0.422** 1

타이포 -0.153* 0.529** 0.104 0.254** 0.451** 1

* : p<0.05, ** : p<0.01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 of emoticon style preference

귀여움 재미 메시지 스타, 방송 만화 웹툰

귀여움 1

재미 0.171** 1

메시지 -0.122 0.349** 1

스타, 방송 -0.053 0.176 0.480** 1

만화 웹툰 0.195 0.284** 0.301** 0.224** 1

* : p<0.05, ** : p<0.01

Table 10. Frequency table of emoticon purchase type by gender, age group, academic background and occupation

항목 값
이모티콘 구입

무료 이모티콘 선물로 받음 직접 구입

성별
남성 31 13 28

여성 58 25 97

연령대

10대 12 9 14

20대 20 16 71

30대 22 4 21

40대 14 4 9

50대 이상 21 5 10

학력

중고교 재학 16 8 17

대학 재학 14 17 53

대학 졸업 36 8 34

대학원 이상 23 5 21

직업

학생 26 25 67

회사원, 공무원 15 3 16

자영업 8 4 3

전문직 17 1 17

주부 11 4 12

기타 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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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이모티콘 구입 형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 대하여  

 이고 p-value는 0.00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대하여는    이고 p-value는 0.001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이고 p-value 0.00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에서 연령대, 학력, 직업에 따른 이모티콘 구입 형태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모티콘 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 많은 요소들이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SNS중에서 ‘카카오톡’이 가장 높은 빈도 85.3%를 나타냈으며, 이모티콘의 사용은 주로 개인의 심정 표현, 재미있는 표현, 대화

의 함축표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 스타일 과 그래픽 요소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타이포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물 이모티콘 그래픽은 여성이 , 인물 이모티콘 그래픽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

다. 선호하는 이모티콘 스타일은 재밌는 스타일과 스타, 방송 스타일 두 가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모티콘 그

래픽 선호도 항목에서는 단순 그래픽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색 그래픽은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실사 이미지에서는 1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이포 그

래픽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모티콘 스타일 항목에서는 귀여운 스타일은 연령대

가 낮을수록, 재미있는 스타일,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 스타 및 방송 스타일과 만화 , 웹툰 스타일은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집

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채색 그래픽과 타이포 그래픽은 대학원 재학 또는 대학졸업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실사 

이미지에서는 중고교 재학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모티콘 스타일 항목에서는 메시지가 있는 스타일

에서 대학 재학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으며 스타 및 방송 스타일에서 중고교 재학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색 그래픽에서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실사 이미지와 타이포 

그래픽은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송

신자의 감정 표현의 의미를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섬세한 이모티콘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며 추후 이모

티콘 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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