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디자인학 박사 학위논문

모바일 메신저 광고에 관한 UX디자인연구

- 콘텐츠아이콘플랫폼 'CON'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f UX Design for Mobile Messenger Advertising

-Focused on the Platform for Contents Icon , CON-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김 종 민



- i -



- i -

국문초록

스마트폰은 현시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지는 Personal

device로, 향후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근미래형 광고매체이다. 특히, 스

마트폰 안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메신저는 소비자의 육성을 통한 커뮤니

케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구매 결정 및 공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잠재 소비 타겟층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영

역은 소비자에게 있어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 원치 않는 정보의

침입으로 인한 광고기피현상과 같은 광고의 역기능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개발되어져야 할 매체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정보 제공형 콘텐츠 아이콘이라는 신매체 개발을 통해 정

체된 모바일 메신저 광고시장에 새로운 형식의 광고 UX(사용자 경험)

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소통되는 아이콘,

이모티콘 등의 그림언어를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바일 메

신저 광고시장 개척과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광고를 열

람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광고기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콘텐츠 아이콘 개발을 하기에 앞서, 모바일 광고 시장분석과 모

바일 메신저 광고 분석을 시작으로, 미디어 관련 문헌연구, 기호학적 이

론, 전통 표현기법 탐구, 그리고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디자인 사례조사

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콘텐츠 아이콘의 디자인 및 표현기법 선정을 위해 표현기법

에 따른 수용자의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반응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합리적 행동변수 측면과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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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나누어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아이콘 표현기

법의 조사결과, 일러스트형, 편화형, 브랜드형, 사진형, 동사형, 모듈형

의 예시 중 개인성과 정보성에서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은 모듈형 아이

콘이 광고효과, 태도, 사용의도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결과는 합리적 행

동변수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소비자의 광고태도와 클릭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이콘형 광고를 제작할 때 합리적

인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감

정적 측면에서는 아이콘형 광고를 디자인 할 때 오락적 측면을 고려해

야 광고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신뢰적 측면을 고려해야

클릭의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설문과정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은 광고성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 콘텐츠 아이콘이 메신저 사용

자간 대화중에 거부감 없이 활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은 ①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

여 소비자가 소비의 접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기존 대비 짧고 효과적인 검색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③독립적 인포그

래픽 표현기법으로 사용시 오락성을 강조하였고, ④필요에 따른 선택적

열람이 가능하기에 광고기피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⑤CON's Recommendation과 같은 디지털 처방전 시

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다.

주요어 : 모바일 광고, 모바일 메신저, UX, 콘텐츠 아이콘

학 번 : 2012-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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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1.1 매체이용량의 변화

TV, 신문, 라디오, 옥외 (혹은 잡지), 이렇게 4가지로 명쾌하게 광고 매체가

쉽게 나눠질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과거에는 이 4가지 매

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기획과 전략들만 난무했기에 ‘4대 매

체’는 80-90년대 광고를 상징하는 대표명사로 기억될 것이다. 광고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 박웅현(Park, 2013)은 ‘Broadcast의 시대는 갔다. Narrowcast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며 매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진화한 시대

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1)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노

트패드 등 자연스럽게 기기가 다양화 되고, 매체 역시 IP-TV, 온라인 게임,

모바일App, 소셜미디어 등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

중화는 소비자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능향상

및 원활한 보급은 물론, 뛰어난 휴대성 덕에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매체의

폭을 급격히 좁혀놓은 실정이다. 심지어 소비자들을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본인이 사용에 익숙한 스마트폰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만들어 버렸다. 2012년 google ads research에서 조

사한 미디어별 이용시간 점유율 변화<표1>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

다른 매체들의 이용량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2)

1) 박웅현, Think 2013 with google 세미나,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 2013, 2. 19

2) ‘모바일 광고 방식과 전략’, 박재환, Platum, (2013년 4월 12일)

http://platum.kr/archives/9495 미디어별 이용시간 점유율 변화 google ads research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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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디어별 이용시간 점유율 변화> 

1.2 모바일 광고의 현주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디지털미디어 보급 확대로 소비자의 매체 선호도

가 변하고 있으니, 지상파와 신문 등 전통매체 광고물량이 감소하고 모바일이

주도하는 유·무선 인터넷 광고시장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조사전문기관인 eMarker는 자체조사에서

모바일광고시장이 2012년에 급성장한 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6년에

는 360억 달러 규모의 성장을 예측했다.3)

이후, 가트너(Gartner)4)는 2014년 전세계 모바일 광고 지출 규모가 지난해

131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이 2017년까지 41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5) 이는

eMarketer에서 예측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 점은 모두가

모바일 광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이유진, 2013, “국내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 정책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p71.

4) 가트너(Gartner, Inc.)미국의 정보기술연구 및 자문회사, 시장분석결과의 시각화 도구로 하이프 사이클 및

매직 쿼드런드 개발 사용.

5) ‘가트너, 2017년까지 모바일광고지출 규모 419억달러 성장’, 류진영 기자, NSP통신,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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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세계 모바일광고 시장 규모 및 전망>

그러나 꾸준한 모바일 광고 지출 성장세 전망에 비해 모바일 광고 지출 성

장폭에 대한 전망은 그리 크지 못하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보였던 급

성장 대비, 모바일 광고 지출의 성장폭은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자의 매체선호도가 확연히 돌아선 것에 비해 광고시

장이 소극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모바

일 광고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간 모바일 광고 집행 예산의 변화만 보더라도, 모바일 광고

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안한 심경을 읽을 수 있다. 한 때 큰 폭으로 성장해오

던 모바일 광고예산이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량적

인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손바

닥보다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광고주가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매체 구조나 광고 디자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

고주들은 항상 즉각적으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를 원한다. 그들 역시

소비자의 접점이 모바일 매체에 집중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모바

일 매체에서는 이렇다할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대대적인 예

산집행도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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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바일 메신저의 중요성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용자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의 일상

다반사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의 모바일화도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 지인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는 그 어떤 소셜미디

어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을 묶어둔다. 같은 실시간이라

해도 통화에서 느낄 수 없는 문자 특유의 감성적 차이가 있으며, 같은 문자라

해도 무료 서비스의 영향으로 채팅/메신저 서비스는 날로 그 사용률이 증가

할 수밖에 없다.

<표3. 스마트폰 이용행위의 점유율 변화>

2012년 점유율(%) 2013년 점유율(%)

TV/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1.8 1.4

영화/동영상/UCC/음악/음원/사진 6.2 8.2

신문/책/잡지 1.6 2.2

통화/문자/
이메일/채팅

통화

79.0

44.2

68.3

34.7

문자메세지 19.7 7.3

이메일 0.3 0.2

채팅/메신저 14.8 26.2

온라인
검색/소셜네트
워크/상거래

온라인검색

8.3

4.3

12.2

7.3

SNS 3.9 4.6

온라인상거래 0.2 0.2

게임 2.9 7.6

문서/그래픽 작업 0.1 0.1

  자료: 2012, 2013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실제로,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 폰 이용행위 점유율 중 통화/

문자/이메일/채팅 등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지배적

이며, 주목할 만 한 점은 통화나 문자, 이메일의 점유율은 내려갔지만, 카카오

톡, 라인과 같은 채팅/메신저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는 채팅/메신저가 소비자 간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일부 대체하며

하나의 플랫폼으로 급성장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6)

6) 김민철, 2013,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 2012년과 2013년의 비교, 스마트폰 이용행위의 점유율 변

화”, KISDI STAT Report.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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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의 유기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Client와 플랫폼사업자, 그리고 사용자 사이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

바일광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여러 리서치 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듯

이, 모바일 폰의 소비자 사용량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월등하고 그 중 모바일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Client 입장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 황금어장인 셈이다.

<그림1.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산업에서는 광고가 아닌 다른 수익구조에 더

관심이 많고, 개발하고, 사용하다 보니 모바일 메신저만을 위해 획기적인 광

고구조 발전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정작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는

자신만의 개인 공간에 상업적 정보가 범람하길 바라지 않는, 소위 광고기피현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1>.

이렇듯, Client와 플랫폼 사업자, 사용자 간에 소통의 단절이 생기고 있기에

그들만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광고 시스템 개발은 매

우 시급하다. 민혜정(Min, 2013)은 뉴스 기사를 통해 카카오톡의 가장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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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는 수익모델은 ‘애니팡' 같은 대중적인 게임이며, 이는 실제로 연

매출 461억원, 영업이익 69억원을 달성해 흑자전환에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게임 이후 큰 성공작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불안요소라고 논한

바 있다.7) 카카오톡 만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 역시 게임중개 사업이 총수익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즉, 현재 무료 모바일 메신저 회사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게임콘텐츠, 게임 중개업이며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여전히 모바일

메신저 광고기획 쪽으로는 최상의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광고매체 측면에서 볼 때, 무료 메신저 회사가 게임 콘텐츠를 통해

수많은 소비자가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플

랫폼이 매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임콘텐

츠가 정보 전달이나 브랜드 노출 등의 기본적 능력을 수행할 순 있겠지만, 소

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판매촉진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푸쉬형 모바일 광고기획이 기존의 4대 매체 광고기획에 비해 소비자에게 많

이 노출되긴 하지만, 작은 화면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모바일 특유의 침입성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광고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종 소

비 유도와도 여전히 거리가 남아있기에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광고기획은 클

라이언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 클라이언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활동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가 소비자의 분신처럼 소비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통화보다 메신저를 통한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인의 성향을 고려한 모바일 메신저 광고시스템 구조

가 개발되어야한다.

7) ‘모바일 광고 방식과 전략’, 박재환, Platum, (2013년 4월 12일) http://platum.kr/archives/9495 미디어별 이

용시간 점유율 변화 google ads research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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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타겟 소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

모바일 메신저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광고 시스템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매

우 안타까운 일이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정량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가 절실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광고가 가치 없는 정보로 치부되는 현실에

만족스러울 리 없다. 즉,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광고주와 플랫폼사업

자, 사용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바일 광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주와 플랫폼사업자, 사용자 모두에

게 유용한 모바일 광고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하며, 특히 소비자의 이용행위

점유율이 급성장한 분야가 모바일 메신저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바일 메신저

라는 플랫폼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광고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광고시스템 개발은 ①콘텐츠 아이콘 개발, ②모바일 메신저 광고 시스템

개발, ③효과적인 소비자 행동연구모델 제안의 단계로 진행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관련 배경연구,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분석, 디자인 관련 설문

조사, 디자인 기획, 및 평가로 구성된다. 우선 최근 광고 산업의 동향, 모바

일 광고와 모바일 메신저 광고의 현재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 작업을 위해 미디어 문헌연구를 포함하여 기

호학적 문헌연구와 전통적 표현기법, 그리고 언어학적 문헌연구를 병행할 것

이다. 아울러 콘텐츠 아이콘 관련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디

어의 의미와 역할이 선각자들의 예측 방향대로 진화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특히, 기호와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 안에

서 효과적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것이며, 설문과 평가

를 통해 소비자가 가장 인지하기 쉬우면서 거부감이 덜한 모바일 메신저 요

소를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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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콘텐츠 아이콘 요소 디자인’과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디자인’

과정을 통해 ‘CON'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디자인 개발한 후,

콘텐츠 아이콘 개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개발인지를 검증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모바일 메신저 광고 관련 7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

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① 만약 광고를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광고에 대응하는 자세를 수동

에서 능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② 만약 광고를 제공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 보게 된다면 광고성 정보에 대

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만약 광고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정보의 침입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 만약 사용자가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을 감정 표현 이상의 기능으로 사용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을 것이다.

⑤ 만약 사용자가 광고를 아이콘을 통해 사용한다면 적합하고 다양한 정보

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이다.

⑥ 만약 사용자가 광고를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만약 광고가 아이콘을 통해 노출된다면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 적극적

으로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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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바일 광고 연구

제 1 절 모바일 광고 시장분석

1.1 모바일 광고 정의

모바일 광고는 수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수단을 통해 접하는 광고형태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mobile advertising) 외에 무선 마케팅

(wireless marketing), 무선 광고(wireless advertising), 모바일 마케팅(mobile

marketing), 무선 광고 메시징(wireless advertising messaging)등 다양한 용

어로 설명되고 있다.8) Scott와 Respini는 모바일 광고를 무선인터넷에 의해

제공되는 음악, 그래픽, 문자 등을 기반으로 광고를 발송하여 노출 또는 반응

을 일으키는 광고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으나9)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본다면 음악, 그래프, 문자 뿐 아니라 다른 방

식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모바일 광고는 모바일폰, 스마트폰, 스마트 패

드 등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며 수용자가 소지하기 용이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공급자와 수용자 사이 소비행태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라 정의

할 수 있다. 한편, 정승회는 모바일 광고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형, TV나 신문, 라디오 등과는 달리 수용자 개인성향이 강한 고객밀착형,

고객의 반응을 얻기 위한 구조가 구축되어있는 상호작용형 특성을 가지고 있

다고 말한 바 있다.10)

8) 남기화, 여정성, 2011, “모바일 광고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Vol.22, No.4, p3.

9) 박재관, 양병화, 2004, “모바일광고의 표현형태에 대한 탐색적 실험연구”, 『광고학연구』, Vol.15, No.5,

pp153-175.

10) 장승희, 2011,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에 따른 패션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의 광고 수용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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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바일 광고 유형

지금까지의 모바일광고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디스플레이광고,

검색광고, 메시지광고, 어플리케이션광고가 있다.11) <표4>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대부분 푸쉬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존의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하던

배너방식, 검색광고 방식의 축소판, 혹은 DM이 텍스트로 치환되어 모바일이

란 매체 상에서 제공될 뿐, 정작 모바일을 위한 매체 아이디어는 없는 실정이

다. 한세희도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시간이 꽤 흘렀고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정작 모바일 환경에 딱 맞아떨어지는 광고

방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2)

광고유형 특징 종류

디스플레이 
광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물을 배너 등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노출 시켜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스폰서광고, 
위젯광고 등

검색 광고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

키워드 
검색

메시지 광고
이동 단말을 대상으로 텍스트, 이미지 등을 전송하여 광고
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

SMS,MMS
광고 등

어플리케이션 
광고

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내 배너 형태로 삽입되는 
광고

배너광고, 
스폰서광고 
등

<표4. 인터넷광고의 유형별 분류체계>

한편,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 연구부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차별화 요인을

대규모 대상노출, 광범위한 인벤토리, 실시간성, 정밀한 타겟팅, 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13)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광

11) 이유진, 2013, “국내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 정책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p69.

12) ‘터질 듯 안터지는, 모바일 광고시장 열 열쇠를 찾아라’, 한세희 기자, etnews.com, (2014년 1월 19일),

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903182_1488.html

13)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2013, “모바일광고시장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사업자별 대응 전략 :

동향과 전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Vol.6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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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소비자가 모바일폰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

식하고 광고에 대한 회피 방법 또한 다양하게 습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5 모바일 광고의 차별화 요인>14)

배경 요인 내     용

대규모 대상노출 모바일 단말기 이용자 확산으로 막대한 규모의 광고노출 대상 확보

광범위한 
인벤토리

SMS 기반 광고는 물론 데스크톱 PC에서 제공됐던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인 앱(In App) 광고와 
같은 모바일에 특화된 광고 상품도 등장

실시간성 
모바일 단말기는 사용자가 장시간 소유하므로 광고 노출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며 즉각적인 소비자 반응 유도가 가능

정밀한 타깃팅 
위치정보,단말가입정보등을이용해기존광고매체대비보다 정확한 
광고노출 대상 선정이 가능

효율성
원하는 잠재 고객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

1.3 모바일 광고의 당면한 과제

과거에는 대행사가 매체운영에 큰 관여를 했다. 특히, 4대매체 중심이라는

한정된 매체환경에서 ‘매체 끼워 팔기’, ‘매체 묶음 판매’ 등 의 매체운영을 해

가며 광고주의 질적 아쉬움을 양으로 해결해왔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스마트 매체 대중화 이전에는 개인화된 매체가 없었기에 수용자 스스로

매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으며 매체노출을 조절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결국 4대매체 중심 시대는 노출횟수가 광고의 성공에 크게 관여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가 오고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면서

더 이상 양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광고주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워졌다. 이

종관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방송사가 광고주를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광고주가 매체를 선택하는 시대로

14)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인터넷광고의 유형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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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수단도 많아졌다”15)며 다가올 매체간의 무한경쟁을 예측한 바 있다.

매체가 다양해지다보니 가장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되고 소비자와 소비접점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매체로의 이동은 당연한 현상이며 수치적인 현상만으로

보면 당연히 모바일 매체로의 투자가 혁신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모바일 매체가 전체광고 캠페인의 하위개념으로 혹은 서

비스 개념으로 인식되어 저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수치적으로 소비

자의 양적 사용량이 검증된 새로운 매체라 하더라도, 광고주의 마음을 쉽게

돌리지는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갑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

체로써 의무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책연

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는 모바일 광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요인을 효과분석

의 한계, 모바일 기기의 물리적 한계, 개인보호 정책의 한계, 광고회피 등의 4

가지 현상으로 정리했다.

1) 효과분석에 대한 한계

인터넷 모바일광고에 관한 표준화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

지 않다보니 광고주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

성이 악화되다 보니 모바일 광고에 대한 크리에이터들의 질적 투자가 낮아지

는 실정이다.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모바
일광고의 효과체계를 개선하고 인터넷・모바일광고의 표준화 마련이 인터

넷・모바일광고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바

있다.16) 한편, 데스크탑 pc에서는 소비자의 광고이용경로가 쿠키로 저장이

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모바일광고에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측

정이 어려운 점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2) 모바일 기기의 물리적 한계

소형화, 그리고 개인화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좁은 화면에서

15) ‘광고 규제완화, 광고주입장은 어디에', 송혜영 기자, etnews.com, (2014년 2월 4일)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911145_1435.html

16)이유진, 2013, “국내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 정책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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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오작동(fat finger effect)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오작동

에 의해 노출되는 모바일 광고는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관람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화면

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머무는 곳이 쉽게 습관화 되어 광고의 수용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선 추적 기술 기반의 마케팅 업체

EyeTrackShop은 Facebook에 노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사용자

집중도를 단말별로 조사하고 광고 발견율(seen ad)과 노출 시간(time on), 광

고 회상률(ad recall)을 측정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 하단에 노출되고 있는

Facebook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은 거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Facebook 광고는 데스크톱 PC 기반 광고 대비 94%의

광고 발견율과 86%의 노출 시간, 80%의 광고 회상율을 기록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17)

3) 개인보호 정책의 한계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만 해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치 기반 모바일 광고 상품 개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모바일

광고의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주들은 모바일 광고 지

출 예산 편성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18)

4) 소비자의 광고회피현상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단말화면을 가로막는 모바일광고를

마치 ‘스팸 (Spam)’처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광고는 탐색의 대상이 아닌, 원하지 않

17)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2013, Ibid, Vol.64, p13.

18)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2013, Ibid, Vol.6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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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공해가 되어가고 있다. 광고가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소비자 스스로 탐색을 시도하지 않는 정보를 강제로 주입시키

는 성향 때문이다. 컨설팅 업체 Accenture가 전세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보

유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

신에게 노출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가 짜증스럽다는 응답이 전체의

41%에 육박했으며, 해당 광고가 유용하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무분별한 디스플레이 광고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이용에 방해

를 받고 있으며 결국 ‘모바일 광고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19)

이정아, 유지연(Lee, Yu, 2005)은 인터넷 광고의 회피에 있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광고에 대한 태도와 침입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특히

(KNP)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 중 인터넷 광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비율은

27.5%로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대중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바

일 시장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이러한 기피현상의 도마 위에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윤직과 조창환(Yang, Jo, 2012)은 디지털기

술이 탑재된 매체환경에서는 시청자의 시청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 때

문에 광고의 회피가 더욱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광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미디어의 콘텐츠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능동적 태도

가 가능한 모바일 매체 환경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차단하지 않게 하려면, 광

고가 소비의 적점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광고’의 사

전적 의미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네이버 2013). 정보에 대한 니

즈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에서도 표명되

었듯, 정보가 소비자의 의지가 아닌 기획자들의 의도로 노출되는 과정이 광고

기피현상이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안에서의 광

고활동이 유용한 정보로 치환될 수 있다면, 기획자의 의도보다 사용자의 의도

가 더 지배적일 수 있다면 기피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19)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2013, Ibid, Vol.6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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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모바일 광고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으로 광고사

기행각과 달라진 수용자의 소비행동과정을 들 수 있다.

5) 광고 사기 /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기방어

모바일 고객을 상대로 한 광고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양적인 그리고 질

적인 범람으로 모바일 광고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광고사기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소액결제까지 연결되는 지능적

인 사기에 속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

을 꺼려하는 현실이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소형 컴퓨터인 관계로 과거에 인

터넷 기반의 사기와는 규모가 다른 다양한 방법의 기술을 응용한 사기가 발

전하고 있다. 특히 작은 화면에서 제한된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

용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검증되지 않

은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6) 달라진 수용자의 소비행동과정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 약자로는 AIDMA 이론

으로 널리 알려진 소비자 행동모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매체의 범람 앞

에 불규칙한 변화를 겪고 있다. 모바일 광고는 소비의 접점까지 함께 움직이

는 이동성 매체이기에 과거의 소비행동과는 다른 소비과정을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광고는 모바일만의 특성을 살린

광고형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노력하는 Attention

과정은 광고회피현상과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수용

자의 의식 때문에 모바일 광고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행동모델

의 시작이 어려우니 그 다음 과정은 더더욱 형성되기 어렵다. 모바일 광고에

맞는 새로운 수용자 소비행동모델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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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바일 메신저 광고 분석

2.1 모바일 메신저 광고의 정의

모바일 메신저 광고는 모바일 기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메신저 상에서

공급되는 광고의 형태로, 모바일 광고의 하위 카테고리이며 최근 모바일 관련

미디어 중에서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광고 형식 중 하나이다.

모바일 메신저 광고는 모바일폰,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무선인터넷이 가

능하며 수용자가 소지하기 용이한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메신저를 통해 오가

는 공급자와 수용자 사이 소비행태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라 정

의할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는 최근 소비자 사용율의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성장한 소셜 기반의 인간관계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광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2.2 모바일 메신저의 대중화

통화는 물론, 정보검색, 카메라, 네비게이터, 메신저 등 기본탑재된 기능만

으로도 모자라 App만 다운받으면 그 기능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스마트폰..

2012년에 삼성전자 블로그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9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 의하면 스마트폰에서 통화 이외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인터넷‘이

며, 두 번째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세 번째가 ’알람,시계’,

그 외에도 5-6가지 쓰임이 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다.(Samsung

tomorrow, 2012)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SNS 서비스 이용(68%)이며, 스마트폰 사용 이후 가장 늘어난 활동 중 ’가까

운 사람들과 대화(26.0%)’ 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이후 가장 줄어든 것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33.6%)’라고 상당수

응답한 아이러니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뉴스에듀, 2013). 즉,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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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메신저를 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늘었지만, 실생활에서의 대화양

은 줄었다’라고 이 조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음성 통화 못지않게,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 또한 적지 않은 스마트폰. 이러한 소비자의 습성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

영할 가능성이 생긴다.

2.3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광고 플랫폼 연구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안에서 형성되

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용자, 혹은 수용자와 수용자

들이 만나서 접점을 이루는 공간으로, 잠재소비자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커뮤니케

이션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거래가 시작되고 마을과 마

을이 만나면 시장이 형성되듯, 플랫폼은 결국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의 공간을 창

조하기 마련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플랫폼이다.20) 한편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잘 형성되는

플랫폼은 매체로써 가치를 보유하게 되고, 공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다. <표6>은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의 플레이어 및 유통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6>에서 설명되어있듯 인터넷 광고 (혹은 기존의 광고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플랫

폼사업장이 모바일 광고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광고에서의 매체사는 포털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직접 광고를 노출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검색광고 및 모바일광고에서는 플랫폼사업자라고도 불린다.21)

이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수요자들이 상호관계형성을 하며 모이는 곳이기에 광고

주의 입장에서 볼 땐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TV앞에 시청자가 모여들면

TV는 매체가 되듯, 자연스럽게 모바일 광고유통구조에 플랫폼 사업자라는 새로운

영역이 기존의 다른 매체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며 급부상하게 되었다.

20) 이상헌, 하준영, 2013, “카카오를 통해 본 라인의 가치”, HI 219th Mid-Small Cap Brief & Note, HI

Research Center, 하이투자증권. 4월 p11.

21)이유진, 2013, “국내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 정책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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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인터넷.모바일광고 플레이어 및 유통구조> 

이렇듯, 모바일 플랫폼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광고에서의 플랫폼으로써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고자 한

다. 모바일 메신저의 특징은 가입자들의 기반이 소셜 네트워크(관계형성)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22)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공급자가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뢰를 전재로 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에서는 수많은 관계가 SNS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오고 간다. 이상헌, 하

준영은 모바일 플랫폼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입자를 기반으로 고객의 접점을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 시키면서 선순환구조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23)

라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이여야 의미가 생기는 모바일 플랫폼의 핵심전재

를 지적한 바 있다. 수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매체라는 점에서 모바일

메신저는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라 볼 수 있다.

2.4 스마트폰 메신저의 업체별 점유율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마트폰 메신저 개발사들은 이

미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자신들의 영역을 굳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표7>에

22) 이상헌, 하준영, 2013, “카카오를 통해 본 라인의 가치”, HI 219th Mid-Small Cap Brief & Note, HI

Research Center, 하이투자증권. 4월 p11.

23) 이상헌, 하준영, Ibid, 2013, 4월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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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있듯이 국내시장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2012년만 해도 시장의 80%를 점

유하던 카카오톡이 95%까지 성장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을 Line과 WhatsApp,

Faceebook Messenger 등이 겨우 나눠 갖고 있다는 점이다.24) 물론 카카오톡

의 국내 점유율이, 독일이나 스페인 등에서 WhatsApp이 보여주는 절대적 점

유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작의 회사들과 경쟁에서 당당히 우위에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표7>에는 나타나지 않은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있다. 2014년 2월, 소셜미디어계의 거인 ‘facebook’은 자체 메신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쪽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WhatsApp을 인수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25). facebook은 인터넷 산업에

서 시작하여, 현재 스마트폰 App으로 영역을 확장한 소셜미디어로 12억3000만

여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팬페이지를 지원하는 등, 고객과

소통하는 광고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ignitesocialmedia.com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facebook의 organic reach가 2014

년 12월 알고리즘이 변경된 후 평균 16%에서 3% 이하로 떨어졌다.26) 이는 브

랜드 페이지의 팬이 100명이면 고작 2명~3명정도에게만 포스팅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즉, 진정성으로 포장되었던 facebook 팬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홍보의

저평가가 노출된 이 시점에서의 모바일 메신저 업체 인수는 수익구조에 있어

서의 차선책을 고려하는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으며, 올바른 소셜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 모바일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24) Reality check: Asia-made messaging apps are not taking over the world (2013년 8월 7일), http://

www.techinasia.com/asian-messaging-apps-not-taking-ver-the-world-yet/ insights.onavo.com 재인용.

25) Hannah Kuchler and Tim Bradshaw in San Francisco, 'Facebook buys WhatsApp in $19bn deal',

Financial Times, (2014년 2월 20일),http://www.ft.com/cms/s/0/44d4fc72-99b2-11e3-b3a2-00144feab7de.

html#axzz2tqUoWc7z,

26) 'Facebook Brand Pages Suffer 44% Decline in Reach Since December 1', Jim Tobin, (2013년 12월 10일),

http://www.ignitesocialmedia.com/facebook-marketing/facebook-brand-pages-suffer-44-decline-reach-s

ince-decemb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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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메신저 앱 시장 분포도.  June 2013>27)

2.5 모바일 메신저 광고 유형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광고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운영 중

인 모바일 메신저 관련 업체의 수익을 위한 기획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우

27) Reac h of Messaging Apps Market Share / June 2013, Onavo Insights 2013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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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카톡해!’라는 신조어, ‘애니팡’ 이라는 국민게임 개발 등을 선보이며 국내

에서 가장 높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톡의 대표

수입구조는 현재 광고위주의 수익 모델을 보이고 있는 facebook 이나

Twitter, Google 등과는 달리, 모바일광고 + 모바일커머스 + 게임콘텐츠 유통

등으로 이어지는 ‘Mobile SNS Platform'을 지향하고 있다(Suh, 2012). 그러나

실제로 카카오톡의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카카오톡의 모바일 광고기획의

영역은 플러스 친구, 그리고 플러스 친구 hom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1) 플러스 친구 : ‘플러스친구’는 미니프로필, 브랜드홈, 채팅, 이벤트 페이지

4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기업이나 업소가 카톡친구 리스트에 떠서 이

벤트, 채팅, 홍보, 쿠폰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톡을 사

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카테고리별로 존재하는 플러스 친구 중 자신에 맞는

플러스 친구를 친구 추가 할 수 있다. 추가를 하게 될 경우, 기업이나 업소

에서는 자신의 제품이나 이벤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개하고 그것을 보면

원하는 정보나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친구의 수익구조는 계약금+

문자비용 으로 나뉘어진다. 계약금을 내고 ‘플러스 친구’로서 권한을 만들며,

유저에게 채팅을 보내는 비용은 따로 청구된다.

2) 플러스 친구 home : ‘플러스친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존 플러스친구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형태

이다. 주된 특징은 미니프로필, 브랜드홈, 대화창의 일괄성 있는 브랜드 테마

를 적용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디자인 폴리시를 유지할 수 있고, 브랜드 홈

의 오픈URL 기반으로 타 채널과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대화

형 채팅방을 통해 사용자와 광고주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3) 라인

네이버의 메신저인 라인의 사업별 매출구조는 게임중개 60%, 스티커20%,

광고 및 기타 20%로 구성되어있다.28) 라인의 광고수익은 카카오톡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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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은 맥락인 ‘공식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게임중개의 고정적 수익이

나 운영중인 스티커 사업의 인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탓에, 광고

수익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듯하다.

카카오톡과 라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광고를 통한 수

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발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돈톡이나 HMS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4) 돈톡 :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비의 일부를, 광고를 봐 주는 만

큼 적립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모바일 메신저 어플이다. 애드롤

이라는 기능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중 그림광고나 동영상 광고를 보거나, 롤

챗에 올라오는 본인의 광고를 친구가 보게 되면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누적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돈톡은 일반적인 모바일 메신

저처럼 사용한다면 다른 메신저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사용자가 적립금이라

는 물질적 혜택을 노리게 되면 사용 상대에게 광고를 강요하는 형식이 될 수

도 있기에 사용자 광고기피현상이 예상된다.

5) HMS 메신저 : HMS(Hyper-note Message Service)는 메시지를 쓸 때

관련 정보를 메신저 안에서 찾아 해당 단어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정보를 바

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자플랫폼 메신저다. 메신저 채팅창에서 대화 중에 필

요한 단어에 하이퍼링크를 시키면 메신저 안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광고에 HMS메신저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SNS업계의 수익모델로 발전할 수

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광고 수익모델을 구축하진

못한 실정이다. 특히 단어를 통한 검색이기에 해당단어 관련 광고 외에도 해

당단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검색대상이 되기에 광고주가 원하는 노출을 제

공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28) ‘네이버의 ‘라인‘ 지난해 사업성과는?’, undertherader, 2014. 2. 14, http://undertheradar.co.kr/2014/0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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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내시장에는 pc메신저에서 출발한 네이트온, 다음에서 운영 중

인 마이피플, 등이 있으나 이들은 수익구조를 위한 메신저라기 보단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유저를 보유

한 WhatsApp이 2014년 2월 facebook에 인수되면서 facebook messenger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차후 facebook이 메신저를 어떠한 용도로 운영할 지

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이렇듯, 많은 메신저들이 모바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서 기획하고 상품화 하는

광고매체전략은 기존의 매체만큼 광고물이 정직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

정을 갖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두드러진 이유는 거

듭 강조되고 있는 광고회피현상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4대매체가 아닌 신형

매체를 많이 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수홍은 사

보를 통해 광고기피자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들이 상대적으로 젊으며,

TiVo(TV에 붙여서 사용하는 Play · Stop · Rewind 및 광고 Skip 기능을 가

진 기계), PDA · DVR · 위성 TV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첨단 매체를 소유

하여 적극적으로 광고 기피 활동을 전개하는 소비자라고 표현하였다.29) 광고

기피에 능한 소비자층이 사용하는 대표적 첨단매체인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

에 대표적 플랫폼인 모바일 메신저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역 침

범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광고제작자들은 최대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의도하여 접근하다 보니 직접적이고 정직한 광고형태가 나오기 어렵

다.

29) 박수홍, 2008, "광고와 광고기피현상", LG Ad.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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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콘텐츠 표현 관련 문헌연구

콘텐츠를 탑재한 아이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요소에 있어 접근

할 수 있는 그림언어의 문장구성요소로써의 특성과 기호학적 배경, 표현기법

에서 수반되는 시지각적 측면에서의 연구, 그리고 전형적인 미디어 이론에 대

한 시대적 고찰 등 다각도의 문헌연구와 배경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 3장에서는 다각도의 문헌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할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의 표현 근거를 제시하고 더불어 연구자가 부여하고자 하는 콘텐츠 아

이콘의 의미를 함께 논하기로 한다.

제 1 절 그림언어 연구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표현을 돕는 아이콘과 이모티콘을 포함한

기호적 언어들의 활용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하나의 큰 특징이

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이콘의 사전적 의미는 숫자와 정보를 처리하는

‘그림기호’이며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시하는 ‘그림말’, 그리고 픽토그램은 ‘그

림과 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합성어라 설명하고 있다. 아이콘, 이모티

콘, 픽토그램처럼 단어나 문장을 대신하는 시각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그림’이

라는 단어로 설명되기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그림언어’라 칭하기

로 한다. 아이콘과 이모티콘, 그리고 픽토그램은 일반인에게는 큰 차이를 느

끼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인식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시각 요소가 다르게 불려온 이유와 과정이 있기에, 그들의 정의와 구분

에 대한 연구는 아이콘과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연구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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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언어의 종류와 특징 연구

1.1.1 아이콘, 그리고 이모티콘

우선 아이콘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단순화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전

달하는 용도로 쓰이기에, 아이콘을 1차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호체계라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철학가 퍼스(CS Peirce)가 기호를 아이콘과 인덱스

그리고 심볼로 구분하였듯 아이콘은 기호의 종류 중 하나로써, 컴퓨터나 설명

서 등의 인터페이스를 쉽게 다루는 것을 돕는다. 특히 애플 컴퓨터나 마이크

로윈도우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져왔으며, 지금은 컴퓨터 내.외부적 디바이

스의 확장으로 그 개념이 넓어져있는 상태이다. 그 개념이 넓어진 것 중 하나

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Emotion’의 ‘Emoti-’ 와 ‘Icon’의 ‘-con’을 합성한 용어로서 감

정표현에 입각하여 표정과 행동을 이미지화하여 문장으로만 이어지는 메신저

대화 안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용도로 활용되어왔다. 최초에는 그래픽 언

어가 아닌, 컴퓨터자판에서 괄호와 콜른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얼굴 모양의 형

태였으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카네기멜론 대학의 Scott Fahlman 교수가

1982년 9월 19일 전자게시판에 이러한 조합의 이모티콘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인터넷 채팅문화가 발전하면서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형태의

이모티콘이 제공되었으며 지금은 양 쪽 다 이모티콘으로 이해되고 활용되어

지고 있다. 대중문화사전에는 이모티콘의 한글순화어를 ‘그림말’이라 정의 내

렸지만, 아이콘이나 더 넓게는 픽토그램도 같은 방식으로 의미전달을 하기에,

‘그림말’을 이모티콘의 정확한 한글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모티콘은 인터

넷 메신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본래의 의미는 ‘감정표현을 돕는 아

이콘’으로 얼굴표정이나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메

신저 상에서 대화를 돕기 위해 ‘맥주’나 ‘우산’ 등 하나의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사물들도 이모티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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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픽토그램

픽토그램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문자’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조주상(Jo, 2009)은 픽토

그램이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의 합성어이며, 대상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이자 상징문

자라 설명했다.30) 오인희(Oh, 2010) 역시 픽토그램이 그림문자의 일종으로 사

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문자로 나타내 대상의 의미를 시각적으

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설명하며 ‘쉬운 그림’이라는 형식을

가진 표현형식의 일반적 정의임을 강조했다.31) 또한 픽토그램은 아이콘이나

이모티콘보다 상위개념의 시각언어라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아이콘은 조그마한 픽토그램’이라고 설명하며 픽토그램을 아

이콘의 상위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읽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적 판단이 필요한 점에선 아이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픽토그램이 사물과 시설 그리고 행동 등을 상징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픽토그램은 아이콘이나 이모

티콘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1.2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그림언어 연구

한국어의 문장성분은 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속성분인 부

사어, 관형어, 그리고 독립성분인 독립어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로

구분할 수 있다.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그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언어의 일부이기에 문장성

30) 조주상, 2009, “픽토그램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애니메이션 표현기법 연구 : 단편 애니메이션 픽토그램

스토리 제작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2.

31) 오인희, 2010,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픽토그램의 활용성 연구 : 사용설명서의 '안전한 사용' 중심

으로”,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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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품사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사의 기준으로 그림

언어를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1.2.1 아이콘의 문장 내 의미와 역할

아이콘은 다른 그림언어에 비해 형식이 자유로운 편이며, 언어의 품사로 따

지면 맥주, 남자, 사랑, 선물 등과 같은 명사의 속성이 강하며 수사도 가능하

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동사나 형용사, 감탄사의 성격

을 갖기도 한다. 특히, 아이콘은 의미전달에 있어서 표현의 구체화 정도가 메

시지 전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2>의 경우, 같은 남

자를 표현한다고 봤을 때 아이콘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정도이지만,

<그림3>의 시각언어에서는 남자의 연령이나 직업,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언어는 표현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사물의 내면에 담긴 속성

혹은 콘텐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32)

<그림 2. 사람 아이콘 A> <그림 3. 사람아이콘 B>

1.2.2 이모티콘의 문장 내 의미와 역할

의미전달 면에서 이모티콘은 다른 그림언어에 비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

는 성향이 강하며, 언어의 품사로 따지면 주로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바

쁘다, 모르겠다 등과 같은 동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지만 표현의

32) 김종민, 2014,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Note'디자인 연구 -여행자 칼로리 증감의 음악기호적 표현을 중

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1,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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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특정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나 혹은 너를 지명하는 대명

사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모티콘의 경우, 의미의 가변성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그림4>에 나타난 아이콘 얼굴들은 표현이 단순하며, 얼굴의 표정만으로 특

정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므로 의미의 변화가 크게 생기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5>의 이모티콘은 대화의 전후 사정에 따라 멋지다, 내가 제

일 잘났다, 감동적이다, 황홀하다 등과 같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해석

될 수도 있고, 혹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등과 같

이 감사의 뜻으로 다르게 쓰여 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6>의 경우 우울해 혹은 외로워, 신난다 혹은 사랑해,

난 몰라 혹은 왜 저럴까 등 과 같은 형용사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모티콘의 속성과 내면에 담긴 콘텐츠는 표현이 구체화될수록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림4. 일반 메신저 아이콘의 예>

<그림5. 카카오톡 이모티콘 A> <그림6. 카카오톡 이모티콘 B>

이모티콘은 가장 자유로운 형태와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메신저

대화중 이모티콘을 사용할 경우 이모티콘의 표현 수준에 따라, 그리고 대화의

전후 사정에 따라 이모티콘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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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픽토그램의 문장 내 의미와 역할

의미전달 면에서 픽토그램은 사물이나 시설, 행태, 개념 등의 메시지를 불

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고 쉽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이기에 사인의 성향이

강하며, 공공시설이나 심볼, 약속의 성질을 띠고, 언어의 품사로 따지면 비상

구,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명칭이나 운동종목(수영, 권투 등)같은 명사에 해당

한다. 픽토그램이 행태나 개념의 의미일 경우 완성된 문장구조로 그 역할을

하기에 문장성분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조직을 넘어서는 규칙과 약속의 성

격이 강하기에 직관적이고 객관적이며 분명해야 하고 서로 문화적으로 학습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콘과 이모티콘, 그리고 픽토그램의 품사 역할을 정리해보면 <표8>과

같다. 아이콘과 픽토그램은 형태만큼이나 품사적 성격에서도 유사성을 보인

다. 그러나 아이콘이 조금 더 자유로운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모티콘

은 감성적 표현이 주를 이루다 보니 주로 감탄사나 동사, 형용사 등 의 설질

을 가진다. 픽토그램은 사회적 약속으로써의 의무가 강하기에 명사의 성질

외에 다른 품사적 성질을 갖기 어렵다.

<표8. 그림언어의 문장 내 의미와 역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의미변화

아이콘 O O O O O

이모티콘 O O O O O

픽토그램 O X

1.3 그림언어와 매체와의 관계

1.3.1 그림언어 경계의 모호성

이모티콘은 그 형태와 의미, 쓰임새가 비교적 명쾌한 편이라 금방 구분이

되지만, 아이콘과 픽토그램은 구분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 픽

토그램은 불특정다수를 타겟으로 하며 관련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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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가 되어야하는 반면, 아이콘은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처럼 특정 사용

자나 특정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게 학

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유현지(Yu, 2010)는 아이콘과 엠블램은 관련 정보

를 이용하는 사람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엠블램은 홍보를 중

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픽토그램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33) 그러

나 최근 특정사용자나 특정그룹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 상당부분 대중화

되면서 픽토그램과 아이콘의 사전적 의미 경계는 다시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던 아이콘들을 일반인들에게 대중

화 시키기 충분한 이슈였으며,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

트 등의 컴퓨터에서 쓰이던 아이콘을 픽토그램만큼 쉽게 이해하고 있다. 인터

페이스의 기호체계에 있어, 기계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라도 쉽게 이해하게 하

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아이콘의 보편화 정도는 스마트폰

시장의 대중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

고 쓰여질 그림언어들은 그 범위가 컴퓨터 밖에서 논해지는 한편, 특정 산업

군의 울타리 안에 있다. 이론대로라면 특정 그룹 안에서 설명을 돕는 아이콘

이라 해석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행에 관련된 인포그래피 특성상 처음 오

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넓게는 픽토그램 영역

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순 없다.

1.3.2 그림언어의 매체화 조건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이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듯이, 픽토그램도 오해의 소

지가 있다. 김종대(Kim, 2012)는 자신의 논문에서 픽토그램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 매체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설명했다.34) 최정윤(Choi,

F2012) 역시 픽토그램은 눈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성과

33) ‘문화.지역 초월하는 그림언어,픽토그램’, 유현지 기자, 한대뉴스, (2010년 3월 13일)

http://www.hynews.ac.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510

34) 김종대, 2012, “픽토그램을 활용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 광고의 공익적 측면에 대해”, 『찰학과 문화』,

Vol.24,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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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성이 있는 매체이기에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매우 쉽고 빠르다고 말한바 있다.35) 이렇듯 적지 않은 선행 연구들이

픽토그램 자체가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다. 그러나, 광고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호=매체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광고영역에서의 매체는 기존의 4대매체 (TV, 인쇄, 라디오, 잡지)를

포함하여 DM, TM, 인터넷, 옥외광고판 등등,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이 소비자

에게 노출되는 과정에서의 수단이다. 사전에서는 ‘매체’를 ‘어떤 작용을 한쪽

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서 ‘어

떤 작용’이라 함은 의도 되어진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뜻한다. 적어도 ‘광고’

라는 영역 안에서 매체는 의도되어진 작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과정

의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픽토그램은 의도되어진 작용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표현기법의 수단’이라 해석되어지는 것이 옳다. ‘표현기법의 수단’은

Client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의 이해를 돕는 그래픽적 요소에 관한

아이디어이고 ‘표현과정의 수단’은 Client에 의해 생산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정보, 메시지를 담는 그릇에 대한 아이

디어이다. 즉, 광고라는 영역 안에서 픽토그램이 ‘매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의도 되어진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1.4 기호학 연구

1.4.1 기호학의 정의

기호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대상에 대한 본질을 연

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을 둘러싼 기호의 창조와 해석을 연구하는 것이다. 박영

원은 기호학을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는 철학, 인간의 정신구조를 연구하는 심

35) 최정윤, 2012, “픽토그램을 활용한 파닉스 수업이 유아의 영어 성취도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 연상 기

억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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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과 더불어 3대 기본학문으로 일컬으며 기호학의 대중성과 중요성을 강조

했다.36) 박대순은 그의 논문에서 기호는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감지할 수 있

는 어떤 물리적 형태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의 의미나

기능 등의 내용을 상징 또는 기호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했

다.37) 한편 조창연은 기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체의 기호화 과정을 통

해 생성되고 변형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38) 특히 21세기 소셜 중심의

미디어 시대에는 사용자에 따라 형성되고 진화하는 기호의 외적, 그리고 내적

인 유기성에 주목해야 한다.

1.4.2 광고 콘텐츠의 기호학적 의미

광고는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제공형 콘텐츠

이며, 광고 캠페인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들

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기호학은 기호에 대한 연구이며 의미가 만들어지는 방

법과 이해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39) 기호 역시 여

러 가지 시각적 표현기법 중 하나이기에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는 광고를 기

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챕맨(Chapman.S., 1986)은 광고

를 기호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으며, 광고야말로 기호학이 적용될 수 있는 가

장 적절한 주제라고 말하며 기호학과 광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

다.40)

오병근은 기호학에서 송신자는 기호를 만드는 사람, 수신자는 기호를 해석

하는 사람이라 칭하며 기호학 관점에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기호 만들

기 = 기호 해석’이라는 도식의 성립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41) 이를 광고

36) 박영원, 2013, 『디자인 유머』, 안그라픽스. p146.

37) 박대순, 1998,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호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

38) 조창연, 2011, "뉴미디어의 기호학-SNS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Vol.30, No.-, p127.

39) 기호학, (2014년 3월 23일),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D%98%B8%ED%95%99

40) 강혜정, 1994,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 경기대학교 학위논문, p9.

41) 오병근, 강성중 공저, 2008,『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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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소비자가 해석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제작자가 만드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교집합을 넓히는 것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소쉬르의 기호학에서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나눈다. 기표는 무엇

을 표현하기 위한 실체적 요소로 형식을 뜻하고, 기의는 기호가 대변하는 정

신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하나의 형태(기표)가 가질 수 있는 의미(기

의)는 보는 이의 경험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그림7. 아이콘을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의 기호학적 해석>

즉, 기표는 브랜드의 시각적 외형이자 광고의 표현기법이고 소비자가 보고

느끼는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기의는 브랜드가 지닌 커뮤니케이

션 전략, 클라이언트가 의도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다.

기호에서의 기의가 오랜 세월 다양한 문학과 관습의 경험을 통해 수용자에게

인식된 것처럼 광고에서 의미(기의) 역시 일정시간의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에

게 노출의 과정을 거쳐야 인식되며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크리에이티브의 공급이 필요하다. 역할 면에서 광고에서의 의미(기

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는 함축의 역할,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확

장의 역할, 브랜드를 통한 소비를 유도하는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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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에서 맥주의 아이콘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맥주 아이콘의 기표

는 ‘맥주’라는 알콜성 음료수로 고정되지만, 맥주 아이콘의 기의는 소비자의

선택적 요소이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성향, 취향, 혹은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기의는 ‘젊음’, ‘순간', '일상’, ‘로얄’ 등으로 다양하게 의미가 함

축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는 브

랜드 아이덴티티로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과정이 누적되어 소비라는 기능으

로 연결되게 된다.

<그림8. 콘텐츠 아이콘의 기호학적 해석>

정리하자면, 기호학 측면에서 본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의미 교집합 확장을 위한 이해관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광고는 브랜드

의 성격을 내포하는 함축성, 그리고 브랜드 전략으로 연결시키고 공유시키는

확장성, 서비스나 제품을 선호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기능성을 가지는 유기적

기호체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에서 쓰이는 그림 언어를

콘텐츠 아이콘으로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유기적 기호체계의 개념으로 활용하

면 광고매체로써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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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고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연구

2.1 메시지는 미디어다.

1964년에 시작된 마샬맥루한의 ‘인간의 확장’ 미디어 이론은 세기를 넘어서

상식처럼 미디어학을 지배해왔다. 책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스마트디바

이스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글 글라스 같은 최첨단 인식기기까지 매체의

개발과 확장은 세기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샬맥루한의 논리대로 스마트폰 역시 사용자의 눈과 손, 피부,

생각의 연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지구반대편에 닿게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빠른 속도로 손안에 넣게 해주면서 생각의 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미디어의 진화방향이 인간을 향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림9. 미디어, 콘텐츠와 수용자의 관계 변화도>

그러나 모바일 스마트기기가 발전하고 미디어와 사용자가 점점 일체성을

띄게 된 이후, 더 이상 진화의 대상과 근접할 거리가 없어지면서 미디어에 담

긴 콘텐츠의 성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 미디어 중심으로 움

직이던 수용자들이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미디어의 범위와 개념은 넓

어진 반면, 수용자를 붙잡아둘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으면 수용자도 없어지기

에 미디어는 의미 없는 공간이 된다<그림9>. 미디어가 사용자와 동일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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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높아졌으며 콘텐츠가 없는 혹은 사용자

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스마트폰은 마치 빈 깡통처럼 의미가 없

어졌다. 이는 마치 우리의 장기 혹은 신경계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과 비슷하다.

<그림10. 미디어와 콘텐츠의 의미와 관계>

미디어를 맛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과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에 비유하

여 설명하자면, 배고픈 수용자들은 맛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은 아무리 근사한 그릇이라 해도 배고픈

자에겐 의미가 없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다<그림10>. 마샬맥루한은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주장할 때 ‘인간관계와 행위’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주장하였다.42) 그러나 현대광고시장에서 인간관

계와 행위의 규모,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주체는 미디어에서 콘텐츠로 바

뀌었다. 또한 매체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지각작용에 독특한 비율을

가져오며, 이런 비율이 변화되면 사람도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생활환경

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인간의 확장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

한 후 습관을 지배하는 미디어 내 콘텐츠이다. 이제 매체가 있는 곳에 사람들

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매체의 지배

를 받는 시대는 끝나고, 콘텐츠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적어도 이

제 광고시장에서는 콘텐츠가 없는 미디어는 미디어가 아니다. 미디어는 메시

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곧 미디어 그 자체이다.

42) 마셜 매클루언, 2011,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김상호 역,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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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폰의 유기적 구조

마샬맥루한은 미디어 스펙트럼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각 형태는 고유의

공식 언어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특별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였

다.43) 이러한 논리를 기초로 마르쿠스 포스는 현대 도시는 생생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동작과 활동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중 미디어 채

널을 통한 이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

한 미디어 조직의 형태로서 보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를 미디어 융합

체라고 표현하였다.44) 이 논리대로라면, 스마트폰 역시 미디어 조직 중 하나

의 단위이기에, 스마트폰은 하나의 작은 도시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소셜 플랫폼이 존재하며 각각 고유의 언어를 통해 주파

수 영역을 형성해 나간다<그림11>. 수많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모바일메신저 역시 그들만의 언어를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

다. 모바일 메신저 언어는 단순한 의미전달 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를 수

집하는 인간의 운동과 활동을 추적, 형성, 진화시키는 살아있는 미디어 콘텐

츠의 최소단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모바일 메신저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

의 축소판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 정보교환을 통해 존재하는 유기적 콘텐츠

조직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11. 모바일폰의 유기적 구조>

34) Marcus Foth, Laura Forlano, Christine Satchell and Martin Gibbs, “In Urban Media : New

Complexities, New Possibilities”, A Manifesto. p236.

44) Marcus Foth, Laura Forlano, Christine Satchell and Martin Gibbs, Ibid, A Manifesto.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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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아이콘 시각화를 위한 전통 표현기법 연구

3.1 전통 표현기법의 이해

전통 자수, 전통 가옥, 전통 한지공예, 전통 회화, 전통 도자공예, 전통 지도

등 우리 고유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 표현기법과 예술분야는 분야별로 다양하

며, 예술영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갈 커뮤니케이션 언

어와 요소들은 사용자의 사상을 대변하며 정체성을 반영하게 된다. 한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그 나라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부터 진화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다. 이러한 표현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가 사

용하는, 우리의 얼굴과 생각을 대변할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콘텐츠를 표현하는 우리 고유의 사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아보는 것 또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고유 언어를 새롭게 표

현하는데 있어 진화와 계승의 의미로써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 표현기법 중 풍수적 표현기법, 고지도 표현기법, 그리고 한국

을 대표하는 색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2 전통 표현기법 관점에서의 모바일 메신저의 의미

3.2.1 풍수적 표현기법

풍수는 고대 중국에서 전해진 주거환경에 대한 철학과 관습이다. 이상욱은

풍수를 인간이 거주 환경에 대한 선택과 처리를 하는 일종의 학문이라 정의

하며 그 범위는 주택, 궁실, 사관(寺觀), 능묘, 촌락, 도시 등 여러 분야이고

그 중 능묘에 관련된 부분을 음택(陰宅), 기타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양택(陽

宅)이라고 설명하였으며45) “풍수” 미학은 중국과 한국 전통의 문화생활 관념

45) 이상옥, 2009, "풍수의 디자인형상미학",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3,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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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 관념과 자연의 의인화(擬人化)의 인간 본성의

속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관념 형태라고 정의하였다.46)

또한, 이상옥은 “풍수” 디자인 미학의 요소를 미학 원리로 환원하여 굴곡

생동, 단원체정, 균형계정, 해화유정의 네 가지 원칙을 논하였다. 굴곡 생동은

길조는 곡선, 흉조는 직선으로 보는 이론이다. 단원체정은 간단한 기하형식이

심미 주체로 하여금 권위와 위압감을 준다는 이론이다. 균형 계정은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이론이다. 대부분의 자연물은 대칭적이지 못하지만, 보는 이의

심미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균형체제 표현을 의미한다. 해화 유정은 인공적인

속성의 대상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질감, 그리고 그런 대상물의 주위환경과

의 대응관계와 조화에 대한 이론이다.

즉, 곡선과 직선, 기호학적 표현과 대칭, 비대칭, 그리고 요소의 상호 대응

관계가 풍수적 디자인 요소라 해석할 수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역시 대칭과

비대칭 구조의 정형화된 아이콘과 자유로운 표현기법의 이모티콘, 이러한 기

호적 표현들의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슷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진화, 계승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구조 안에서

UX, UI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 연구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있는 모바일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표현기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2.2 고지도 표현기법

고지도는 말 그대로 오래된 지도를 뜻하며, 그 표현기법은 보존되어진 고지

도 혹은 문헌을 통해 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지도의 표현기법은 현대식

독도법과 비교하여 결코 우월하게 과학적이지 못했으며 상식이 아닌 의미론

적 세계관으로 접근한 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다룬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조직의 형태로 보는 선행 문헌연구처럼, 콘텐츠를 표현하는 동

양적 사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

46) 이상옥, 2009, Ibid, Vol.9, No.3,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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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미디어의 고유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데 있어 진화와 계승의 의미로써

연구할 가치가 있다.

고지도에 표현된 국토 이미지를 살며보면 그 선이 자유로우면서도 연결과

조화를 위해 왜곡되어 있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실측에 의한 과

학적 표현의 한계점도 있지만, 철학과 의미로 구성된 세계관의 묘사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다. 장지연은 지도

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포착된 세계의 ‘개념’이며 ‘상(image)’

이라는 점, 세계를 문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제작자가 ‘의미’로

서 읽어내고 해석한 세계로서 나아가 독자들이 다시금 읽어내고 해석된 세계

라고 표현하였다.47) 이는 대상을 기표와 기의로 나뉘는 기호학적 해석과 일

맥상통하며,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구분되어지는 기호

의 광고학적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 한편 양보경은 국토가 맥으로 이

어진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 백두산이 국토의 조정이자 유기체의 혈맥이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았다.48) 모바일폰이 하나의 작은 유기체라면 모바일 메신저

는 소통을 유도하는 혈맥이며 그 안에서 오가는 방대한 콘텐츠들은 장기의

세포로써 서로 유기체적 분열의 표현이 가능하다.

한편 조선시대 최고의 전도 대동여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1)분철접

첩식(간편한 휴대) 2)유기체적 산천인식체계(우리 고유의 자연관) 3)세밀한 도

로망 (높은 정확성) 4)목판 인쇄본 (대중 보급) 5)기호의 사용 (많은 정보의

효과적 수록)을 들 수 있다.49) 휴대성, 정확성, 대중화, 기호화 같은 표현기법

은 모바일메신저의 필수요소이며, 유기체적 표현 또한 앞서 진행한 미디어 선

행연구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하다. 즉, 모바일 메신저의 커뮤니케이션 언어

개발에 있어 유기적 구조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7) 장지연, 2011, "풍수의 역사성과 고지도 재현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 『한국고지도연구』, Vol.3, No.2, pp74.

48) 장지연, 2011, Ibid, Vol.3, No.2, pp81.

49) 역사지리-고지도, (2014년 2월 16일), http://blog.naver.com/63bg?Redirect=Log&logNo=40206674414



- 41 -

3.2.3 색채 표현기법

우리나라 전통색채에 대한 문헌연구를 들여다보면 오방색 관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오방색은 청.적.황.백.흑을 기반으로 관념적이며 무속신앙과

불교의식, 종묘제례, 복식 등 우리 전통생활상에 깊이 관여했던 색이다.50)

그러나 오방색은 다양화되고 보편화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아우르기

엔 양적인 한계가 있으며, 종교적 성향 또한 강하기에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언어에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연구하고 선정한 ‘서울색’을 활용하고자 한다.

'서울색'(Seoul Colors)은 서울특별시가 도시 고유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가

치를 높여가기 위해 서울의 역사와 환경을 배경으로 정한 색채로서 서울권장

색 600개와 서울현상색 250개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현상색 중에서 50개를 뽑

은 서울지역색과 또 그 중에서 10개를 뽑은 서울대표색이 있다. 서울색은 서

울의 대표성이 담긴 요소를 찾아 9,800여 컷의 현장측색 이미지를 추출하고,

색채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거친 후, 시민고객 앙케이트 조사 및 전문가 자

문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51) 특히, 서울현상색

을 추출하기 위해 자연현상, 인공현상, 인문현상이 연구된 점을 미루어, 하나

의 도시 이미지에 부합되고,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은 환경과 자연, 역사

과 관습에도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문자,

기호 정보를 포함하여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달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울의 이미지 제작과정에는 '서울색'이 다른 색보다 유의미하다.52)

50) 박명원, 2004, "한국전통색채 미감의 현대적 구현 -생활미감 채현 및 교육적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색채학회 논문집』, Vol.18, No.3, p83.

51) 김현석, 변은영, 윤정인, 이신화, 김승렬, 2012, 서울색과 도시 정체성에 관현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5, No.1, pp303-312

52) 김종민, 2014, "서울 종합 이미지 맵 ‘SeoulWatch' 디자인 연구 -풍수적 요소의 시각화와 지구별 콘텐츠

활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융복합연구』, Vol.-, No.4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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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콘텐츠 아이콘 요소 연구

제 1절 콘텐츠 아이콘 요소

콘텐츠 아이콘은 정보를 뜻하는 콘텐츠와 기호를 뜻하는 아이콘의 합성어

로, 정보를 담고 있는 기호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 콘텐츠 아이콘에 담기게

될 정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실제로 있었던 일이

나 현재에 있는 일’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콘텐츠 아이콘은 목적에 따라 상

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모두 쓰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모바일 메신저에서 콘텐츠 아이콘을 이

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적 장점은 (1) 시.공간적 한계

극복 (2) 효율적 정보탐색 (3)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표현 (4)효율적 소비자

행동모델 (5) 전체 구매과정 공유 등의 5가지를 들 수 있겠다. 광고활동도

마케팅의 일부이기에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콘텐츠 아이콘의 설계도를 구상하였다.

1.1 시간적, 공간적 한계 극복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콘텐츠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커뮤니케이션

의 장벽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한 차원 더 극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광고는 매체의 운영방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림12>. 공중파 매체의 경우, 운영 시간대별로 가격측정이 다르며, 가장 인

기가 많은 시간대를 점유하기 위한 경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즈니스의 영

역이다.



- 43 -

<그림12. 기존 미디어와 아이콘을 이용한 광고 미디어의 차이점>

신문광고 역시 예산에 준하여, 가독성과 가시성이 유리한 위치에 매체를 구

입하여 집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졌다. 물론, 인터넷 광고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특정 채널이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공간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

기는 했으나, 여전히 소비자 접속율이 높은 시간대가 비싸게 측정되는 시간대

별 매체 운영이라는 수익구조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제 접속여부에

있어서도 의심이 많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콘텐츠 아이콘 커뮤니

케이션 전략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적시에, 소비자에 의해서 기능이 시작되

는 매체이기에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실시간 지역정보는 PC기반의 인터넷 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핵

심 차별점이라 볼 수 있다. 구글의 모바일 소비자 행동 모델 조사결과 (구

글. 2013)에 따르면 모바일 소비자들은 지역 정보 또는 지역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이 중소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94%가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정보를 검색한다고 답

했고, 이들 중 89%는 업체 연락, 방문 등과 같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한 경험

이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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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실시간 지역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에 실시간 대화를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광고는 자연적으로 실용

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2 효율적 정보탐색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콘텐츠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광고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된 정보를 메신저 아이콘 카테고리에 저장해두었다가 소

비자가 필요로 할 때 일상 대화 속에서 제공함으로써, 적시적인 탐색을 가능

하게 한다. 콘텐츠 아이콘의 구조는 <그림13>의 상자와도 같다. 상자를 열

지 않으면 일반적인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처럼 사용 가능하지만, 상자를 열었

을 때 그 안에 탑재된 무수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한편, 연구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아이콘은 크게 카테고리별 / 업종별

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별은 음식 - 한국음

식 - 불고기 - 브랜드 - 의도된 정보 의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업종별

은 업종 - 브랜드 - 의도된 정보 의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업종별 탐색

방법은 카테고리별 탐색과정의 축소판으로써,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유저에게 제안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정

보는 원할 때 선택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장 상

태로 방치할 수 있다. 방치될 경우 아이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되며 사용

자가 의도치 않을때는 결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광고주나 제작자가 아닌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광고적 기피현상

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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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콘텐츠 아이콘을 이용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구조도>

1.3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표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콘텐츠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존에 자행

되어왔던, 모바일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캠페인의 일부로 형태가 변

형 되어 (바리에이션) 강제 노출되는 배너 형식 광고와 다른 게재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배너광고는 형식과 크기가 정해져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매우 한

정적이다. 특히 화면이 작은 모바일폰에서는 화면을 가리거나 좁혀서 사용자

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좁은 화면 때문에 생기는 오작동 (finger effect)가 빈

번하여 광고기피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이용률 집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콘텐츠 아이콘을 통한 광고 집행은 평소에는 일반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처럼 비활성화 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구매시점에서 선택적으로 활성

되는 형식이라 시간적인 제한과는 상관이 없을 뿐 더러, 사용자의 필요에 의

해 활성화 되는 정보이기에 좁은 화면에서 많은 영역을 활용해도 광고기피현

상과는 거리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며 기존 통합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발생

하는 표현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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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비자행동모델의 진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콘텐츠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다른 광고 커

뮤니케이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고를 통한 과정을 줄였다는 점에 있

다. 미국의 경제학자 ‘롤랜드 홀’의 소비자 행동이론 AIDMA(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에서 진화된, 일본의 종합광고대행사

덴츠가 발표한 AISAS (Attention - Interest - Search - Action - Share) 이

론은 인터넷 광고 시대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모바일 광고는

인터넷 광고보다 훨씬 유리한 (1)실시간 정보제공, (2)시공간의 자유, (3)정확

한 타겟팅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즉, 모바일 메신저 광고는 구매를 원

하는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시점에, 구매를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림 14. 롤랜드 홀의 AIDMA 소비자 행동모델>

<그림 15. 덴츠가 발표한 AISAS 소비자 행동모델>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의 소비자 행동구조는 대화중

에 필요한 정보를 인식한 후, 탐색하고, 대화상대와 공유한 후 행동으로 옮기

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선 Attention이 없으며, Attention

이 없다는 것은 광고 기피현상의 최초원인이 사라진 것이라 볼 수 있기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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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모델 개선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콘텐츠 아이콘을 통해 형성되는 소비

자 행동모델은 결과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루기로 한다.

1.5. 전체 구매과정 공유

소비자는 구매 과정이나 구매결정 시점에서 본인의 선택이 옳은지 확인을

하길 원하며,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 행동모델에는 여전히 Share 단계가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 아이콘은 사용자들끼리 모바일 메신저 공

간에서 사용되는 의도된 정보의 저장매체이기 때문에 사용자간 공유가 가장

수월한 위치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화중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Share와 Discussion이 동시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콘텐츠 아이콘 관련 사례연구

2.1 서울종합이미지맵 SeoulWatch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정보전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콘텐츠

아이콘을 제작 하기 앞서,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아이콘을 제작하기 위해 아

이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울시 지도 연구를 진행하여 보았다<그림16>.

2.1.1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Watch의 개요 및 구성

서울 종합 이미지맵은 서울의 관광 콘텐츠를 도시이미지와 미디어 관점에

서 연구하고, 풍수적 이론을 참고하여 수평적 여행지 콘텐츠 정보공유를 목표

로 진행된 새로운 형식의 맵 연구 프로젝트이다. SeoulWatch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양과 성격을 품은 아이

콘을 이용하여 25개의 지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지도제작을 했다

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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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곡선 기준 서울맵 실배치도>

비록 타 지도처럼 위치정보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은 있

지만, 도시 홍보와 관계없이 여행자의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 정보제공을 하

고, 지역의 균등한 관광 콘텐츠 발전과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 관광 콘텐츠들의

유기적 관계를 시각화함으로 다이나믹하고 생명력 있는 서울의 이미지를 지

도상에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53)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Watch는 서울시 25개 지구로부터 추출한 관광

콘텐츠를 성격과 시간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인포그래피 형식으로 재배치 한

이미지맵으로 직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과 곡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가지 맵 모두, 11가지

관광요소를 선정 후 칼라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25개의 구를 구성했지만, 그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사용 용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53) 김종민, 2014, ibid, Vol.-, No.4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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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직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직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에서는 25개 지구를 콘텐츠바 형상의

아이콘으로 치환한 후 상하의 높이로 활성 시간대를 표현하였다. 상하로 넓게

벌어진 ‘구’일수록 활성이 많이 된 ‘구’이며, 상하로 짧게 보이는 ‘구’일수록 활

성이 적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야간 콘텐츠 보다는 주간 콘텐츠가 주

를 이루는 ‘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그림17>.

                     
   (마포구)                                                                          (노원구) 

 <그림17. 칼라바의 조합으로 완성된 ‘구’(마포구와 노원구)>

<그림18>에서 볼 수 있듯이 강북은 서쪽 중심으로 파동이 보이고, 강남은

동쪽 중심으로 파동이 관찰된다. 파동이 심한 ‘구’는 그만큼 주간과 야간 콘텐

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콘텐츠의 내용은 칼라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 50 -

<그림18. 직선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이미지 모음>

2.1.3 곡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곡선 기준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에서는 25개 지구에서 추출한 관광콘텐

츠의 성격과 활성화 정도를 원형 아이콘으로 치환한 후, 이 아이콘들의 조합

을 비슷한 Shape들을 기준으로 4개의 Grouping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얻

을 수 있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19>.

① GroupA형은 하나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구들이다.

② Group B형에 속하는 지구들은 주간 관광 콘텐츠가 지배적이며, 야간 관광 콘텐

츠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③ Group C형은 20시간 이상 운영되는 콘텐츠가 두 개 혹은 그 이상 보유하고 있

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가장 서울 이미지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 지구들이 많다.

Group C에 속하는 지구들은 도심의 중심지 쪽에 군집되어 있다.

④ Group D형은 요소 면에서나 활성 면에서나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개선이 필요

한 지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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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곡선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이미지>

SeoulWatch에서 쓰여진 아이콘들은 모두 서로 다른 정보를 탑재하고 있지

만, 인포그래픽 표현기법을 사용하기에 쉽게 각 지구별 콘텐츠가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해석 가이드에 익숙해지면 그 내용까지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아이콘은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확장되기 좋은 표현기법이기에 광고와

같은 많은 양의 정보,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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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곡선 및 직선  활성 정도에 따른 서울맵 Seoul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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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84 35.0

여자 156 65.0

연령

10대 15 6.2

20-25세 미만 177 73.8

26-30세 미만 36 15.0

제 3 절 콘텐츠아이콘 설문조사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가

장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형 콘텐츠 아이콘의 유형을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이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대화중 주로 감정표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써 활동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담는 그릇의 역할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

각의 아이콘 표현기법에 따른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 등과 관련된 분

석이 불가피하다.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광고, 혹은 광고성 정보를 담기 위

해 쓰여질 가장 이상적인 아이콘 및 이모티콘의 형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중 가장 많으면서도 대외적인 만남

과 소비활동이 활발한 대학생과 직장초년생이 기본 조사 대상이다. 물론,

직장 생활내 중년층까지도 다양한 메신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 연

구에서는 아이콘과 이모티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쇼핑이나 검색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것일 것이라 예측되는 대학생만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충남소재 대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12월 2

주차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40부가 이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표9.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N=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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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2 5.0

하루 스마트폰 사

용시간

2시간 미만 30 12.5

2-3시간 60 25.0

3-5시간 69 28.7

5시간 이상 81 33.8

하루 스마트폰 메

신저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8 7.5

1-2시간 54 22.5

2-3시간 66 27.5

3-5시간 51 21.2

5시간 이상 51 21.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전체

240명 중 35%인 84명이고 여자가 65%인 156명으로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6.2%, 20-25세 미만이 73.8%, 26세-30세 미만이 15%, 30대가 5%로

나왔다(표9). 한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 2시간 미만이

12.5%, 2-3시간이 25%, 3-5시간이 28.7%, 5시간 이상이 33.8%로 나왔고, 스

마트폰 메신저 사용시간의 경우는 1시간 미만이 7.5%, 1-2시간이 22.5%, 2-3

시간이 27.5%, 3-5시간이 21.2%, 5시간 이상이 21.2%로 나왔다<표9>.

3.2 연구변인

양영종은 모바일광고에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이 신뢰와 몰입에 관여하

게 되고, 그 결과 광고효과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54) 그리고 이

과정의 최초단계인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요소를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개인성, 편재성이라 논한 바 있으며, 이 주요변인 관련 측정

항목을 만들기 위해 Ducoffe가 웹광고 효과모델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모바일 메신저 광고의 측정 항목은 모바일 광고에서 출발

하는 것이 옳기에, 본 연구자는 양영종의 측정 항목을 모바일 메신저 광고상

에 맞게끔 수정,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측정요소로 사용될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의 종류는 외식업계 중 하나의 제품군으로 제한하고, 표현기법 역시

54) 양영종, 2009, “모바일광고의 효과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Vol.20, No.1, p239.



- 55 -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ronbach

값
정보성1 0.205 0.251 0.804 0.260 -0.211

0.912정보성2 0.177 0.212 0.825 0.315 -0.200

정보성3 0.173 0.221 0.783 0.266 -0.163

오락성1 0.189 0.846 0.204 0.209 -0.180

0.935오락성2 0.114 0.903 0.190 0.171 -0.142

오락성3 0.090 0.881 0.207 0.144 -0.185

성가심1 -0.161 -0.139 -0.196 -0.112 0.848

0.836성가심2 -0.119 -0.114 -0.189 -0.106 0.883

성가심3 -0.182 -0.255 -0.085 -0.255 0.706

개인성1 0.200 0.204 0.246 0.828 -0.155

0.916개인성2 0.218 0.189 0.328 0.793 -0.259

개인성3 0.274 0.210 0.317 0.775 -0.138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러스트, 사진, 아이콘, 6개로 제한한다. 광고태

도 관련 측정항목은 권순곤의 측정항목을 모바일에 맞게 수정, 변형하여 사용

하기로 한다.

3.3 설문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

연구대상 변수인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의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 분석을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고,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요인분

석은 요인적재량 추정은 주성분방식을 취하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

하였다. <표10>은 광고효과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한 결과이

다. 분석 결과 요인1는 ‘편재성’, 요인2는 ‘오락성’, 요인3은 ‘정보성’, 요인4는

‘개인성’, 요인5는 ‘성가심’으로 인식되었다. 요인적재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왔고, 각 요인의 고유값은 전부 1.0 이상으로 나왔다. 또 설문문항 전체 변

동 중 5개의 요인이 70.184%를 설명하였다. 한편 설문도구의 Cronbach 값

을 살펴본 결과 정보성은 0.912, 오락성은 0.935, 성가심은 0.836, 개인성은

0.916, 편재성은 0.958로 0.7 이상으로 나와 광고효과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표10. 광고효과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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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성1 0.916 0.141 0.126 0.209 -0.154

0.958편재성2 0.912 0.116 0.147 0.196 -0.160

편재성3 0.886 0.128 0.222 0.171 -0.161

고유값 2.851 2.773 2.497 2.447 2.379

.변동설명력 19.004 18.222 16.647 16.311 15.863

누적변동설명력 19.004 37.226 53.873 70.184 86.047

광고태도 사용의도

설문문항 요인 사용의도 요인2

광고태도1 0.859 사용의도1 0.889

광고태도2 0.900 사용의도2 0.925

광고태도3 0.890 사용의도3 0.934

광고태도4 0.769 사용의도4 0.892

광고태도5 0.737

광고태도6 0.829

광고태도7 0.873

광고태도8 0.799

광고태도9 0.760

광고태도10 0.890

고유값 6.935 고유값 3.313

변동설명력 69.351 변동설명력 82.820

누적변동설명력 69.351 누적변동설명력 82.820

Cronbach 값 0.950 Cronbach 값 0.931

<표11. 광고태도와 사용의도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한편 광고태도와 사용의도 설문도구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서는 광고태

도와 사용의도 모두 요인적재값이 모두 0.7 이상, 고유값이 1.0 이상, 누적변

동설명력이 50% 이상,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보는 Cronbach 값은 0.7

이상으로 나와 광고태도와 사용의도 설문도구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표

11>.

3.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을 위해 요인분석하고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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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광고

효과

정보성 1.00 5.00 2.91 0.91

오락성 1.00 5.00 3.03 0.96

성가심 1.00 5.00 3.51 0.79

개인성 2.20 4.40 3.20 0.46

편재성 1.00 5.00 2.87 0.94

광고태도 1.00 5.00 3.04 0.84

사용의도 1.00 5.00 3.27 0.89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기초분석으로 연구변수의 기

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광고유형별로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

용의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고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3.5 실증분석

3.5.1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

<표12.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

<표12>는 연구대상 변수인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의 최소값, 최대

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광고효과 중 성가심이 평균

3.51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개인성이 평균 3.20, 오락성이 평균

3.03, 정보성이 평균 2.91, 편재성이 평균 2.87의 순으로 나왔다. 한편 광고태

도는 평균 3.04로 ‘보통이다’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사용의도는 평균 3.27로

‘보통’과 ‘조금 그렇다’의 중간 중도로 나왔다.



- 58 -

변수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개인성 편재성
광고

효과

사용

의도

정보성
1

.

오락성
0.54 1

*** .

성가심
-0.49 -0.45 1

*** *** .

개인성
0.42 0.24 0.16 1

*** *** * .

편재성
0.47 0.36 -0.41 0.3 1

*** *** *** *** .

광고효과
0.66 0.70 -0.61 0.35 0.51 1

*** *** *** *** *** .

사용의도
0.61 0.59 -0.58 0.36 0.50 0.84 1

*** *** *** *** *** *** .

변수 유형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정보성

A 2.43 0.77

14.596
0.000

***

(D=A=C)<

(A=C=E)<

(C=E=B)<

(E=B=F)

B 3.36 0.68

C 2.83 0.86

D 2.32 0.78

E 2.99 0.91

F 3.53 0.81

오락성
A 2.63 0.85

18.191
0.000

***
(E=A=D)<

B 3.86 0.63

3.5.2 연구대상 변수의 상관관계

<표13. 연구대상 변수의 상관관계>

* p<.05, ** p<.01, *** p<.001

<표13>은 연구대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

수를 구해 정리한 표이다. 분석 결과 광고효과의 성가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가심은 다른 변수와 부(-)의 유의적

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단 성가심과 개인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3.5.3 광고 유형별 광고효과 차이 분석

<표14. 광고 유형별 광고효과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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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91 0.94

(F=B)
D 2.66 0.82

E 2.53 0.86

F 3.58 0.82

성가심

A 3.99 0.61

7.892
0.000

***

(E=F=B)<

(F=B=C=D)

<(C=D=A)

B 3.33 0.63

C 3.46 0.79

D 3.83 0.77

E 3.16 0.89

F 3.29 0.71

개인성

A 3.15 0.45

4.224
0.001

***

(C=E=A=D=

B)<

(E=A=D=B=

F)

B 3.38 0.45

C 3.05 0.38

D 3.15 0.51

E 3.10 0.48

F 3.39 0.37

편재성

A 2.17 0.60

15.436
0.000

***

(A=D)

(B=E=F=C)

B 3.03 0.80

C 3.32 0.90

D 2.28 0.84

E 3.14 0.91

F 3.28 0.86

* p<.05, ** p<.01, *** p<.001

<표14>는 광고유형별로 광고효과 5개 속성이 유의적으로 다른지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보성에서는 F=14.596(p<.001), 오

락성에서는 F=18.191(p<.001), 성가심에서는 F=7.892(p<.001), 개인성에서는

F=4.224(p<.001), 편재성에서는 F=15.436(p<.001)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 정보성에서는 유형 F가 평균 3.5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유형 B, 유형 E, 유형 C, 유형 A, 유형 D의 순으로 나왔다. 오락성에서는 유

형 B가 평균 3.86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유형 E는 평균 2.53으로 가장 낮

게 나왔다. 사후검증에서 보면 유형 (E, A, D) 보다 유형 (F, B)가 오락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왔다. 성가심에서는 유형 A가 평균 3.99로 가장 높게 나왔

고, 그다음으로 유형 D, 유형 C, 유형 B, 유형 F의 순으로 나왔고, 유형 E가

평균 3.18로 가장 낮게 나왔다. 개인성에서는 유형 F가 평균 3.39로 가장 높

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유형 B, 유형 D, 유형 A, 유형 E 순으로 나왔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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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광고

태도

A 2.46 0.65

15.883
0.000

***

(A=D=C)<

(D=C=E)<

(E=F)<

(F=B)

B 3.66 0.51

C 2.83 0.72

D 2.72 0.82

E 3.09 0.88

F 3.48 0.75

사용

의도

A 2.76 0.72

8.550
0.000

***

(A=D=C=E)

<(C=E=F=B

)

B 3.71 0.60

C 3.17 0.83

D 2.99 0.91

E 3.30 0.96

F 3.69 0.88

지막으로 유형 C가 평균 3.05로 가장 낮게 나왔다. 편재성에서는 유형 C가

평균 3.0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유형 F, 유형 E, 유형 B, 유형

B 순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유형 A가 평균 2.17로 가장 낮게 나왔다. 사후

검증에서는 유형 (A, D) 보다 유형 (B, E, F, C)가 편재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왔다.

3.5.4 광고 유형별 광고태도, 사용의도, 차이분석

<표15. 광고 유형별 광고태도 사용의도 차이분석>

* p<.05, ** p<.01, *** p<.001

광고유형별로 광고태도와 사용의도를 살펴보면 광고태도는 F=15.883

(p<.001), 사용의도는 F=8.550(p<.001)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표15>. 광고태도에서는 유형 B가 평균 3.66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유형 F, 유형 E, 유형 C, 유형 D의 순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유형 A가 평균 2.48로 가장 낮게 나왔다. 한편 사용의도에서는 유형 B가 평

균 3.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유형 F, 유형 E, 유형 C, 유형 D의

순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유형 A가 평균 2.76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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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비표준 표준회귀

계수
t 값 p 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1.512 0.27 　 5.598 0

정보성 0.103 0.047 0.112 2.182 0.030*

오락성 0.328 0.038 0.377 8.73 0.000***

성가심 -0.418 0.053 -0.395 -7.921 0.000***

개인성 0.462 0.083 0.254 5.564 0.000***

편재성 0.078 0.038 0.088 2.074 0.039*

모형

통계량

   수정  F 값 p 값

0.846 0.716 0.71 117.842 0.000***

독립변인
비표준 표준회귀

계수
t 값 p 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1.899 0.336 　 5.657 0

정보성 0.092 0.059 0.094 1.562 0.120

오락성 0.222 0.047 0.240 4.756 0.000***

성가심 -0.486 0.066 -0.432 -7.407 0.000***

개인성 0.576 0.103 0.298 5.577 0.000***

편재성 0.102 0.047 0.108 2.184 0.030*

모형    수정  F 값 p 값

3.5.5 연구변수간 인과관계 검증

1) 광고효과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16. 광고효과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 p<.05, ** p<.01, *** p<.001

<표16>은 광고효과 5개 속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보성은 B=0.103(p<.05), 오락성은

B=0.328(p<.001), 개인성은 B=0.462(p<.001), 편재성은 B=0.078(p<.05)로 광고

태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반면 성가심은 B=-0.418(p<.001)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정보성, 오락성, 개인성, 편재성이 올

라가면 광고태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지만 성가심이 올라가면 광고태도는 유

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2) 광고효과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표17. 광고효과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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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0.782 0.611 0.603 73.545 0.000***

독립변인
비표준 표준회귀

계수
t 값 p 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0.559 0.118 　 4.724 0

광고태도 0.892 0.038 0.839 23.777 0.000***

모형

통계량

   수정  F 값 p 값

0.839 0.704 0.702 565.325 0.000***

* p<.05, ** p<.01, *** p<.001

광고효과 5개 속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오락성은

B=0.222(p<.001), 개인성은 B=0.576(p<.001), 편재성은 B=0.102(p<.05)로 광고

태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반면 성가심은 B=-0.486(p<.001)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표17). 즉, 오락성, 개인성, 편재성이 올라

가면 사용의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지만 성가심이 올라가면 사용의도는 유의

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단 정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 광고태도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표18. 광고태도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p<.05, ** p<.01, *** p<.001

광고태도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B=0.892(p<.001)로 광고태도가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표18). 즉 광고태

도가 올라가면 사용의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3.6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은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광고, 혹은 광고성 정보를 담기 위해 아이콘이

쓰여질 경우, 가장 이상적인 표현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6개의 표현유형을 샘

플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광고효과와 광고태도 그리고 사용의도의 인과관계를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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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아이콘 유형은 일러스트형, 편화형, 브랜드형, 사진형, 동사형, 모듈형 등 총

6가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편의상 순서대로 A, B, C, D, E, F 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아이콘 유형별 광고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광고효과 5개 속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정보성 선호도는 유형F가 가장 높았고 유형D가 가장 낮았다. 또한 오락성

선호도는 유형B가 가장 높았고 유형E가 가장 낮았으며, 성가심 선호도는 유형A가 가

장 높았고 유형E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개인성 선호도는 유형F가 가장 높았고 유형

C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편재성 선호도는 유형C가 가장 높았고 유형A가 가장

낮았다. 부(-)의 유의적 반응을 보이는 성가심의 경우만 반대로 고려, 종합 평가해봤

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개인성과 정보성에서 동시에 좋은 점수를 얻

은 유형F 이며, 성가심과 편재성 면에서 반응을 얻은 유형A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의

아이콘 유형이라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개인성, 편재성 등

5가지의 광고효과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두든 요소

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즉, 정보성, 오락성, 개인성, 편재성이 올라가면 광

고태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지만 성가심이 올라가면 광고태도는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다른 요소에 비해 정보성과 편재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오락성과 개인성을

올리거나 성가심을 내려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광고효과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오락성, 개인성, 편재성 등은 유의적인 정(+)의 영

향력을 보이고, 성가심은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정보성은 광고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과가 나왔다. 네 번째로, 광고태도 측정요소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적

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조사는 아이콘 그 자체로써의 평

가가 아니라 아이콘이 광고. 혹은 정보 전달력을 보유했을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에 대한 평가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광고 도입부 형태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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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콘텐츠 아이콘 요소 디자인

4.1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 요소

콘텐츠 아이콘 제작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에게 광고를 유익한 정보형태

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아이콘을 중심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본다.

(1) 만약 광고를 사용자가 도구처럼 사용하게 한다면?

(2) 만약 광고를 판매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 보게 된다면?

(3) 만약 광고를 일상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할 수 있다면?

최초 광고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태도는 수동적이고 방관적이며, 특히 개인성이

강화된 모바일 기기에서의 광고에 대해선 우선 경계심부터 갖고 본능적으로 차단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만약 소비자가 광고를 도구나 놀이기구 혹은 유용한 표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다면 소비자 스스로 광고에 대응하는 자

세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방관에서 개입으로, 차단에서 개방으로 바꿀 수 있을 거

라는 가정을 해본다. 또한, 광고성 정보를 광고주 혹은 광고제공자가 아닌 지인

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광고가 자신의 공간을 침입한다고 여기는 사용자의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세 가지 질

문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

다. 한편, 콘텐츠 아이콘에 담길 수 있는 정보는 사건과 사실에 근거한 보도성

정보,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국가나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성 정보, 그

리고 고객만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하는 기업의 상업적 용도를 내포한 광고

성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탑재한 콘텐츠 아이

콘 중 요식업에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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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콘텐츠 아이콘 요소의 모듈형 디자인

본 연구자는 제 4장 2절에서 광고, 혹은 광고성 정보를 담기 위해 아이콘이

쓰여질 경우, 가장 이상적인 표현유형은 개인성과 정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

은 모듈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전재로 하여 콘텐츠 아이콘의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모듈은

콘텐츠 아이콘을 둘러싼 ‘사방 외곽선’을 뜻하는 것이며, 이 모듈안에 채워지

는 색상에 따라 산업군을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요식업 중심으

로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요식업 콘텐츠 아이콘의 대표 칼라

는 Yellow 로 설정되었다<그림21>.

<그림21.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의 예>

<그림22>와 같이 모듈 안에 이미지를 담는 표현기법은 일반 아이콘과 광

고성 정보가 탑재된 콘텐츠 아이콘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그림22.  콘텐츠 아이콘 디자인의 예 - 요식업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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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텐츠 아이콘 요소의 정보 표현기법

4.3.1 인포그래픽 표현기법

콘텐츠 아이콘에 담겨진 광고성 정보들은 일반적인 텍스트형 광고나 이미

지 광고가 아닌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광고형식으로 활성하게 된다. 인포그래

픽 형식의 정보 제공은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특성이

있다. 최근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의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긍정적이며 텍스트 정보에 비해 주목도, 정보검색, 이해 용이성이

모두 높고,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55)

또한 남경돈은 그의 논문에서 활자 정보보다 인포그래픽 정보가 가독성이 높

고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은 화면에서

운영되는 그래픽의 특성상 화면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각 요소가

가까이 있을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가독성이 높고 정보에 대한 기억을

하기 쉽다는 연구 발표를 한 바 있다.56) 정보검색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

에 좁은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광고 형식이

야말로 콘텐츠 아이콘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표현기법이다.

55) 최근혜, 2013, "The influence of the advertising utilizing infographics on the attitude toward the ad", 홍

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2.

56) 남경돈, 2011, "A study on the readability of infographics in mobile media",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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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 디자인

제 1 절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의 원리와 유형

1.1 CON의 광고 원리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은 콘텐츠 아이콘이 탑재된 디지털 운영체계이다. 이

는 사용자들이 콘텐츠 아이콘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아이콘이 탑재된 모바일 메신

저를 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만남’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사람

과 상업공간의 만남’, ‘사람과 상품의 만남’, ‘사람과 경험의 만남’, ‘사람과 브

랜드의 만남’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과거 편지에서 전화 통화나 호출기,

이메일, 그리고 단, 장문의 문자 형태로 발전을 해왔으며, 스마트폰 보급 이후

엔 모바일 메신저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즉, 모바일 메신저는 최근에 소비에 대한 기획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확산

되는, 살아있는 소비활동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림23>은 우리 일상생

활에서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상황이다. 사용되는 메신저 채팅 용어들

중 원으로 표시된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품이나 브랜드, 상업공간, 혹은

소비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비의 접점

을 상징하는 단어들은 특정 장소나 브랜드를 암시할 수 있으며,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으므로 콘텐츠 아이콘이 치환될

수 있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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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메신저 대화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비의 접점>

<그림24>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과 흔히 오갈 수 있는 대화 중 특정

단어를 아이콘으로 치환하여 보다 친근감 있게 표현한 문구이다. 이 대화내

용에서 아이콘은 단순히 ‘치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대화가

의도하는 것은 ‘치킨’을 소비하는 과정이 포함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대화는

‘치킨’에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를 고민하는 탐색의 단계, 혹은 ‘치킨’을 소비하

고자 하는 기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장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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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아이콘을 사용한 메신저 대화 예시>

<그림25>를 보면 대화내용 속 ‘치킨’아이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

한 브랜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내용에서 사용된 ‘치킨’아이콘 대신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의 소비를 유도하는 문장으로 발

전하게 될 수도 있다. 즉,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은 특정 산업군을 상

징하는 대표이미지화 될 수 있으며 그 산업군에 속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확

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25. 브랜드 혹은 콘텐츠로 의미가 확장되는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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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콘들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특정 고유명사 혹은 상징의 기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아이콘이라도 여러 가지의 의미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그림26>.

<그림26.  아이콘으로 가능한 해석>

이러한 고유명사 혹은 상징의 기호들은 일상 메신저 대화에서 소비자가 흔

히 사용하는 요소들이며 사용자의 취향이나 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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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지만, 아이콘이 특정 산업군 관련 정보를 탑재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써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림27>은 콘텐츠 아이콘이 광고성 콘텐츠를 담고 있는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시중에 보급되는 스마트폰의 화면은 평균적

으로 약 300px * 600px 정도의 넓이를 디스플레이를 위해 활용한다. 이렇듯

넓이의 한계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많은 콘텐츠를 소화해내기 위해 X축과 Y

축으로 스크롤을 통해 이동하거나 새 창을 열어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콘텐츠 아이콘의 경

우, 카테고리의 이동과 콘텐츠의 축척이 Z축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림27. Z축으로 해석한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1.2 CON의 광고 유형

1.2.1 인포그래픽 광고

앞서 2장에서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분류를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광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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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고, 어플리케이션 광고 로 나눈 점을 논한 바 있다. 모바일 메신저 광고

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기에 탑재된 메신저 플랫폼에서 집행되는 광

고로, 모바일 메신저 안에서 상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1)배너형 광고, (2) 푸쉬

형 광고, (3) 검색형 광고, (4) 혜택형 광고, (5) 친구맺기형 광고, (6) 확장형 광

고로 나눌 수 있다. CON에서 보여지는 광고의 특징은 광고기피현상의 원인이

라 볼 수 있는 (2) 푸쉬형 광고의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을 모두 가진다.

특히, 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거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광고 최초의 인포머티브(Informative)광고57)의

성격을 띈 (7) 인포그래픽형 광고로 분류할 수 있다.

1.2.2 선택적 활성 광고

CON을 통한 광고는 광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용자의 선

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사용자에 의해 광고로써의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통제

가 가능한 광고 유형을 선택적 활성 광고라 칭하기로 한다.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은 광고를 유용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용자에게 즉시적인 정보검색과 공유기능을 제공하는 차세

대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다. 또한 CON은 광고주에게는 기존의 푸쉬형 광고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찾아오고 열람하게끔 유도하는 정보은

행 형식의 광고 매체이다.

57) 소비자나 이용자를 상대로 유익한 소재를 넣은, 설명적이고 해설적인 광고. - 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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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디자인 사례연구

2.1 서울종합이미지맵 SeoulNote

2.1.1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Note 개요 및 구성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Note<그림28>은 서울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을

아이콘화하여 배열한 후, 서울 관광 시 충전 및 방전되는 에너지 관계를 음악

기호적 표현방식을 통해 시각화한 지도 디자인 연구이다. 서울의 관광 콘텐츠

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해석하여, 서울의 대표적 이

미지인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지도상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연

구의 1차 목적이 있다. 또한, 방전과 충전의 과정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

양한 관광 콘텐츠 아이콘들의 역할과 효과를 이해 쉽게 진열하여 플랫폼을

구성하고, 상품의 광고와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홍보 역할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데 2차 목적이 있다.

2.1.2 플랫폼에 적용한 콘텐츠 아이콘

특히 이 연구를 여행자가 원하는 여행코스,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현지음식

을 여행자 스스로 조합하여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앱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면, 각각의 여행자가 주관적으로 생산해 낸 수많은 여행코스들을 데이터베이

스화 할 수 있기에, 차세대 서울 관광 콘텐츠 데이터로 라이브러리 화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58) <그림29, 30>

SeoulNote는 포스터 작업에서 시작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

게끔 제안된 프로젝트로, 서울 관광 콘텐츠 내용을 음악적 기호체계를 통해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여행자가 빈 악보에 정보를 내포한 관광

58) 김종민, 2014년, “서울 종합 이미지맵 ‘SeoulNote'디자인 연구 -여행자 칼로리 증감의 음악기호적 표현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1, p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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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서울종합 이미지맵 Seoul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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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아이콘을 대입하면 해당 관광 콘텐츠 아이콘이 가진 콘텐츠의 정보

가 악보 형태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친다.

< 그림 29. 아이콘 입력 전 SeoulNote 상태>

<그림 30. 아이콘 입력 후 SeoulNote 상태>   

2.1.3 콘텐츠 아이콘 정보에 의한 플랫폼의 변화 시뮬레이션

SeoulNote는 정보내용에 따라 악보의 형태가 유기적으로 바뀌면서 여행코

스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행

중 소모되는 칼로리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콘텐츠를 즐기는 과정에 소

모된 칼로리양을 보충하는 구조를 가졌다. 여행과 관련된 에너지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보는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이다 <그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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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광화문, 서울성곽, 창의문, 인사동 숙소 순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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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ON 디자인 개발

3.1 CON의 디자인 컨셉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될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의 이름은 한글로 ‘콘’, 영문으

로 ‘CON’(이하 CON으로 통일)이라 칭하기로 한다. CON은 ‘Icon 혹은

Emoticon에 Contents를 Contain 한다’ 라는 의미로, 메신저에서 많이 사용되

어지는 그림언어의 접미어인 -Con을 적극 활용하여 ‘그림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네이밍 했다.

<그림32.  CON Signature> 

<그림32>는 CON의 심볼마크(Symbol mark)와 로고타입(Logotype)이 합쳐

진 시그니처(Signature) 이미지다. CON의 심볼마크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형태와 말풍선의 형태를 융합한 결과물로 유용한 정보가 가득히 넘치는 ‘달달

하고 풍성한 대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정보성 시각언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듈’의 틀을 통해 정보가 풍성한 콘텐츠 아이콘임을 시지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룰 CON의 디자인 컬러 계획은 다른 경쟁업체랑

겹치지 않으면서 동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가운데 자연스러움으로 해

석될 수 있는 C13 M33 Y93 K3 (따뜻한 갈색 계열)로 선정하였다<그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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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CON 의 컬러 계획> 59)

3.2 CON의 UI디자인

CON은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메신저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콘

을 통해 브랜드로 유입,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이 특징이자

차별점이다. 즉, CON의 구조를 크게는 모바일 메신저 부분과 브랜드 검색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별로는 설정 영역 - 채팅 영역 - 검색 영역

등,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 할 수 있다.

59) I.R.I 배색 Image Scale, http://www.irico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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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설정영역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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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설정 영역 디자인

<그림 34>는 CON의 설정영역으로, 최초 계정등록 과정 디자인이다. 전반

적으로 기존의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프로세스이며, 차별화되는 특징은 ‘선호

하는 콘텐츠를 고르는 페이지’<그림34 아랫줄 3번째>가 추가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선택하거나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 설정해놓는다. 이후 콘텐츠 정보 제공 페이

지에서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고려사항이 우선 선별되어 제공된다.

3.2.2 채팅 영역 디자인

CON의 채팅영역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대화 입력창 안에 CON 아이콘

을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입구가 있다는 점이다. 유입구 아이콘을 클릭

하면 콘텐츠를 탑재한 CON 아이콘 그룹이 제공되며, 이 중 대화에 필요한

아이콘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메신저 상에서 사용자간의 대화

중 자연스럽게 콘텐츠 아이콘이 노출된다<그림35>. 이 콘텐츠 아이콘은 사용

자가 탐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 중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를 사용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돕는다. 그러나 사용자

간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약속장소나 소비에 대한 콘텐츠 정

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콘텐츠 아이콘을 통해서 즉시적인 검색활동이 가능하

다. 이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아이콘을 활성화 시키면 콘텐츠 아이콘은 비로

써, 광고성 정보제공형 아이콘으로 바뀌게 된다. 콘텐츠 아이콘은 클릭만으

로 간단히 활성화 된다<그림36>. 콘텐츠 아이콘을 활성화 할 경우, 해당 아

이콘의 제품군에 해당되는 브랜드들이 노출되게 되는데 이 때 브랜드 노출

순서는 매체비를 많이 지불한 브랜드 순이 아닌,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순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사용자의 통제에 의해 즉각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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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채팅영역 디자인-1> 

<그림36. 채팅영역 디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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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검색 영역 디자인

CON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이 콘텐츠 아이콘의 보유인 만큼, 디자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CON 아이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어 브

랜드와 콘텐츠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검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검색 영역'에 사용되는 디자인은 모두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App의 특성상,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기

능으로 ‘입주 형’, ‘펼침 형’, ‘아이콘 형’, ‘나침판 형’ 등의 4가지 테마를 제안

한다<그림37>.

<표 19. 검색영역 디자인의 4가지 테마> 

① 입주형
 화면을 하나의 주택 평면도라고 가정한 후 사용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우선 입주시켜 정보를 검색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형식의 디자인

② 펼침형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그림 혹은 도형의 형태로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다지인

③ 아이콘형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만을 고른 후 아이콘으로 배열하여 사용하는 
형식의 디자인

④ 나침판형
정보를 기호화 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의 방향까지 반영해주는 형식의 디자인 

   ① 입주형 ② 펼침형 ③ 아이콘형 ④ 나침판형

<그림37. 검색 영역 디자인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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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형 디자인

입주형 디자인은 사용자가 설정영역에서 검색 우선대상 요소로 설정해 놓

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위치와 면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방식

의 디자인이다. 즉, 사용자에게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 정보가 상대적으로 넓

은 평수의 방을 차지하게 된다<그림38>.

입주형의 사용법은 큐브를 좌우로, 상하로 돌리는 방법으로 검색을 한다.

기본정보만 제공한 후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큐브를 계속 돌리면서

정보를 탐색한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대화상대와 공유가 됨과 동시

채팅창으로 돌아가게 된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콘텐츠 사용정보가

누적되어 일정 기간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는

작은 큐브 안에서 해결하여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을 한다.

<그림38.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1 - 입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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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1 - 입주형 / 상자 회전 예> 

작은 화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콘텐츠 (게시판, 혹은 지도 등)은 전체 화면

을 회전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입주형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벤트 페이지이다. 사용자는 추첨 페이지를 돌렸을 때, 본인

이 해당 업소로부터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업주와 협의 하에 하루 이벤트량을 조정하여 쿠폰처럼 추첨식으로 사용

하는 것이다<그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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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1 - 입주형 / 미니 채팅창 예> 

만약 검색 도중 채팅을 계속해야 한다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미

니 채팅창을 확장함으로써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미니 대화창은 50%의

기본 투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통제에 따라 투명도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그림40>. 즉, 상품 검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미니 대화창은 입주형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스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능이며, 사용

자의 의도에 따라 다채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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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CON 해부도> 

위 그림은 CON의 구조를 해부하여 표현한 검색 과정도로서, 어떻게 채팅

영역에서 검색 영역을 지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지를 표

현하고 있다. 진입로가 채팅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를 OUT하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화 상대와 검색내용을 공유하기 수월하다

는 특징을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영역에는 사용자의 취향

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으며, 그림에서 쓰인 디자인은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중 ‘입주형’에 해당되는 디자인이다<그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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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펼침형 디자인

펼침형 디자인은 한 페이지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가 화면이나 다음 페이지로 가급적 넘어가지 않게끔

상하 스크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그림42>. 펼침형 디자인 역시 사용자

가 최초 설정 단계에서 우선 고려사항으로 설정해 놓은 콘텐츠를 상단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콘텐츠는 하단으로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졌다<그림43>. 그 외, 콘텐츠 구성, 즉각 공유, 미니 채팅창 운

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입주형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그림42. CON의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2 - 펼침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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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2 - 펼침형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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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콘형

아이콘 형 디자인은 설정 영역에서 우선 고려사항으로 선정한 콘텐츠를 검

색 영역에서 아이콘 형태로 제공한 후, 사용자가 임의로 크기와 위치를 조정

해가며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의 디자인이다. CON 아이콘을 통해 브랜드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콘텐츠 아이콘이 등장하며,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의 콘텐

츠 아이콘을 화면으로 드래그하여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할 수 있다<그림44>.

<그림44.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3 - 아이콘 형> 

또한, 아이콘 형 디자인의 경우, 설정 영역이 아니더라도 하단에 나열되어

있는 콘텐츠 아이콘들중 원하는 아이콘을 화면 중앙에 드래그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활성화된 콘텐츠 아이콘을 클릭하

고 들어가면 간단히 원하는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그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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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3 - 아이콘 형 활용 예> 

(4) 나침판 형

나침판 형 디자인은 원하는 브랜드를 터치하면 해당 브랜드에 관련된 다양

한 정보가 조합된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도형의 움직임과 크

기 변화 등으로 사용자에게 신호를 내보내는 형식으로 도안되었다.

위치 기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보이므로 나침판 형 디자인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은 모든 콘텐츠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콘텐

츠 아이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위치나 가격, 품질 등 제품의 ‘사실’에 입각

한 정보로 구성된 인포그래픽 이므로 즉시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아이콘의 콘텐츠를 인포 형식으로 제공하는 페이지이니 만큼 인포그

래피 광고의 표현구성요소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한 디자인이며, 표현 구

성요소는 각 산업군 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본 논문에서는 요식업 관련

구성요소를 우선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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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는 요식업 관련 인포그래픽 광고의 표현요소이다. 인포그래픽 광

고 표현요소는 기본 표현요소 6가지와 부가 표현요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기본 표현요소는 인포그래픽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로 해당음식의 대표메

뉴 평균 칼로리, 현재위치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가격정보, 영업시간정보, 할

인혜택과 사진 리뷰 등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하는 필수 정보이다. 부가 표현

요소는 주차 가능 여부, 흡연가능 여부, 소비자 리뷰 등이며, 그 외 특이사항

전달 등 모든 요식업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특정 요식업에서 소비자가 궁금해

할만한 요소들로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그림46. 요식업 관련 CON 인포그래피 광고의 기본 표현요소>

<그림46>의 기본 표현요소와 부가 표현요소를 통해 조합된 콘텐츠 아이콘

의 인포그래피 광고 시뮬레이션은 <그림47>과 같다. 각각의 요소들이 정보에

따라 임의의 크기와 형태를 보여주면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결합구조를

보여준다. 콘텐츠 아이콘의 인포그래픽 광고는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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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A - - Type.B -

<그림47.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4 - 나침판 형 : 인포그래픽> 

현재위치에서 해당 상점까지의 거리를 선의 굵기로 표현하고, 방향을 잡아

준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껍고 구체적이며(예:Type.A), 거리가 멀수록 얇고

설명이 단순하다(예:Type.B). 위치와 거리 다음에는 영업시간이 소개된다.

영업시간은 시계로 표시되지 않고 남은 시간만큼 영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들이 서비스 가용시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균 칼로리와

SNS를 통한 소비자의견은 도형의 면적으로 그 양을 표시한다. 각종 행사,

혜택, 그리고 이벤트는 꽃모양 아이콘의 크기와 회전 여부로 인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격정보는 상하로 세워진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파악한다. 막대

그래프가 길면 가격형성 폭이 넓은 것이며 가장 비싼 가격은 그래프 색의 명

도 차이와 숫자를 이용하여 별도 표시한다. 이 모든 요소가 조립되어 유기

체처럼 표현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에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그래픽은 터치 기반 정보제공형 콘텐츠이다. 예

를 들어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중 거리/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를 터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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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치에서 상가까지의 안내가 map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화살표는

해당 브랜드의 소비접점이 사용자의 현 위치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굵고 선명

하게 그리고 자세히 나타나며, 멀리 있을수록 가늘고 흐릿하게 표시된다<그

림47>.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중 칼로리/가격정보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터치

하면 해당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기본으로 한 정보가 제공된다. 사용

자 댓글 정보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경

험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즉, 나침판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

당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혜택과 이벤트, 사진정보, 상품정보 등 원하

는 콘텐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그림48>.

<그림48.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4 - 나침판 형 : 내비게이션 열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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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검색 영역 디자인 Type 4 - 나침판 형 : Wire Fl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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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대화 기준으로 봤을 때 나침반형 디자인의 전체적인 Wire Flame은

<그림49>와 같다. Ⓐ에서 사용자가 CON을 클릭하면 Ⓑ와 같이 아이콘 이

미지와 관련된 브랜드 정보가 제공된다. 브랜드 정보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설정이나, Ⓒ처럼 특정 장소를 입력하여 그

장소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

츠를 설정하여 입맛에 맞는 업체만 가려내고, Ⓔ에서는 최종의사결정을 한

후,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거나(Ⓕ) 혹은 대화상대와 내용을 공유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나 Ⓗ 등의 선택을 할 경우,

사용자가 추천하는 업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선택 시 고려한 콘텐츠 정보와

함께 ‘CON's Recommendation'이라는 처방전 형식으로 채팅창을 통해 전송

된다.

특히, 3인 이상 대화하는 그룹채팅의 경우에 업체 선정에 있어 의견을 취합

할 경우, SUM이라는 기능이 사용된다. SUM은 사용자들이 각자 원하는 콘

텐츠를 통해 업체리스트를 선정하면 그 중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CON's

Recommendation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SUM은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능이다.

예를 들어, User1은 흡연이 가능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원하고,

User2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칼로리 걱정을 덜 수 있는 곳을 원하며, User3

은 가까우면서도 저렴한 곳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모두 혹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추첨해준다. <그림50>.

SUM 기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선택 장애의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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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SUM process와 Con's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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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은 그룹 채팅 도중 모임의 장소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취합하

여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선정. 제안. 공유 해주는 과정을 연출해본 동영상의

스틸 컷이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CON의

SUM 기능은 개개인의 콘텐츠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51.  CON 그룹채팅 연출컷 / CON's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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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은 내비채팅을 통해 주변 관련 상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지

도를 공유하고, 할인혜택을 받아가며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연출해본

동영상의 스틸 컷이다.

<그림52.  CON 내비채팅 연출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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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작품 평가 및 검증

제 1 절 사용성 평가

‘사용성’이란 말은 밀러(miler, 1971)가 사용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

로 사용한 개념이다.60) 통상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있어,

개발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피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 디자인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용성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용성 평가(usability evaluation)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자가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발굴하는 조사를 의미한다고 평가된 바 있다61). 또한 사용

성은 기존의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설계에서 탈피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설계 개념의 도입이며 제품 혹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Neilson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되어

진 바 있다.62) 특히, 사용성 평가는 표본조사나 정량조사(Quantitative) 방법

이 아닌 참여자의 의견, 아이디어,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성조사

(Qualitative) 방법으로 진행 한다고 주장되었으며63) 사용자 평가분야의 권위

자인 제이콥 닐슨 (Jacob Nielsen) 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연구가 사용성 평가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64) 특히 제이콥

닐슨은 소수의 사용자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성 테스트가 가능하며, 디

60) ChangIck Lee, TaeBong Choi, HyungSeok Kim, 2013, "The convergence of UX method in the mobile

C2 Terminal for military environment",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0, p363.

61) 박수연, 김승인, 2014, "모바일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평가",『디지털디자인학연구』,Vol.14,No1. p121.

62) 조뢰, 김희현, 2014, "Research on Usability of Mobile game item Purchasing Interface -Focusing on

Top Tree game of Korean Google play",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12, No.1, p312.

63) 이명선, 오형용, 민병원 오용선, 2011,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사용성 개선 ",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집』, Vol.11, No.9. p92.

64) 제이콥 닐슨, 2013, 『제이콥 닐슨의 모바일 사용성 컨설팅 보고서』, 파줏:제이펍.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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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을 통한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큰 틀을 그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사용성 가이드라인을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65) 정리하자면, 사용성 평가는 자격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개발

된 제품, 어플리케이션, 웹 등의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휴리스틱 평가방법이라고도 불리우고, 정성(Qualitative)적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의 평가 요인과 평가 프로세스

를 기존에 연구되어진 여러 평가 요소들을 고려하고,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

1.1 사용성 평가의 요인과 유형

1.1.1 사용성 평가의 요인

사용성 평가의 요인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사용성 평가 요인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했던 사람은 Brian Shackel이며 그는

효율성 (Effectiveness), 유연성(Flexibility), 사용자태도(User Attitude), 이 세

가지 요소를 논하였다.66) 사용성, 유용성, 매력성, 접근성, 신뢰성, 검색성, 가

치성으로 구성된 벌집모양의 허니컴 도구를 사용한 정성적 평가 조사방법 또

한 사용성 평가 요인으로 좋은 예이다.67)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은 웹,

혹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사용자 입장에서 검증해왔다. 그는

‘학습용이성’, ‘효율성’, ‘기억용이성’, ‘오류’, ‘만족도’ 등의 5가지 요소를 기준으

로 사용성 질문을 형성한다.

65) 제이콥 닐슨, 2013, Ibid, 파줏:제이펍. p10.

66) Brian Shackel, 1991, “Human foctors for Informatics Us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 피터모빌, 2006, 『검색2.0 발견의 진화』, YUNA 역, 서울: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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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광고 유형별 광고태도 사용의도 차이분석>

사용성 평가 요인

Brian Shackel
효율성 (Effectiveness)
유연성 (Flexibility)
사용자태도 (User Attitude)

Jacob Nielsen,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효율성 (Efficiency)
만족성 (Satisfaction)
오류 (Errors) 
기억용이성 (Memorability)

Jordan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경험자 수행도 (Experienced user performance)
시스템 잠재성 (System potential)
재사용성 (Re-usability)
추측용이성(Guessability)

피터모빌

사용성 (useful)
유용성 (usable)
매력성 (desirable)
접근성 (accessible)
신뢰성 (credible)
검색성 (findable)
가치성 (valuable)

Jordan는 사용성 평가요인을 학습 용이성(Learnability), 경험자 수행도

(Experienced user performance), 시스템 잠재성(System potential), 재사용성

(Re-usability), 추측 용이성 (Guessability)으로 구분하였다. 68) 이렇듯, 사용

성 평가의 요인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음은 여러 국

내외 사용성 관련 논문의 사용성 평가 요인 항목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표20는 류철하가 그의 박사논문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기초로, 주요 UI 사용

성 평가요인을 정리한 것이다.69)

68) 류철하, 2011, “A Study on Design Research Methodology for User Interface Improvement I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69) 류철하, 2011, Ibid.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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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용성 평가의 유형

제프리 루빈은 사용자 평가 과정에 있어 탐색평가, 측정평가, 검증평가, 비

교평가의 4가지 방법을 언급한 바 있다.70) 그리고 제이콥 닐슨은 그의 저서

인 ‘모바일 사용성 컨설팅 보고서에서 사용자 테스트를 자유형 작업과정과 지

시형 작업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예가 있는데 자유형 작업 과정에선 사용

자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할 앱이나 웹사이트 등 검색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반면 지시형 작업과정에서는 사용자는 지정된 앱이나 웹사이

트 등, 이미 결정된 검색과정을 이용해야 한다.71)

<표21. 제프리 루빈과 제이콥닐슨의 사용자 평가 유형 비교>72)

평가종류 내 용

제프리
루빈의 
사용성
평가

탐색평가
초기디자인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근본적인 사항, 
초기디자인 컨셉에 대한 사용자의 개념, 또는 멘탈 모델을 파악하는 
목적의 평가

측정평가
중기 디자인 단계에서 탐색평가에서 확정된 컨셉이 얼마나 세부 
디자인에 잘 적용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과업을 수행하여 시간, 
오류 등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

검증평가
후반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출하 전 규정된 사용성의 표준이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평가로 정량적인 자료가 주를 이루는 
평가 

비교평가

디자인 프로세싱에 국한되지 않고 전 과정에 걸쳐 실시될 수 있는 
평가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의 대안으로 자유스럽게 혹은 엄격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과업소요시간, 에러 복구 소요시간, 도움말을 속독하는 시간, 
에러에서 보낸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평가

자유형 평가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구성 후 나열한다.

지시형 평가 사용자에게 지정된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한 후, 평가를 듣는다.

70) 이나경, 2013, “시공간 중심 서비스 디자인 평가모델연구”, 국민대학교 학위논문, p17. 재인용.

71) 제이콥 닐슨, 2013, 『제이콥 닐슨의 모바일 사용성 컨설팅 보고서』, 파주:제이펍. p5.

72) 이나경, 2013, Ibi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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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이콘형 광고 사용성 평가 설계

1.2.1 사용성 평가 개요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CON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 검색과정은

기존 소비자 행동모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행동모델의

발견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제이콥 닐슨이 진행했던 ‘자유형 작업’ 유형과 ‘지

시형 작업’ 유형의 평가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형 작업 평가는 기존

검색 프로세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CON과 비교하기 위함이며, 지시형 작업

평가는 CON 프로세스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표22>. 평가 대상자

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자 세부사항은 <표23>에 표기하였다.

<표22. 자유형 작업 평가와 지시형 작업 평가의 목적>

내 용 목 적

자유형 작업 평가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과정을 구성 후 나열한다.

기존 검색프로세스 특징 
분석

지시형 작업 평가
사용자에게 CON 프로세스를

체험하게 한 후, 평가를 듣는다.
CON 검색 프로세스 

사용성 검토

<표23. 사용자 평가 대상자>

연령별 성별 직종별

20대 : 10명
30대 : 10명
40대 : 05명 

남성 : 10명
여성 : 15명

 

   디자인 전문직 : 10명
   학생 : 5명
   일반사무직 : 5명 
   무직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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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용성 평가 방법

① 자유형 작업 평가

자유형 작업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자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 지정된 메뉴

를 취급하는 맛집 검색’이라는 동일한 과제를 부여한 후, 사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하게 하여 얻는 과정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CON의 과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정보 검색시 사용자의 검색 루트를 알아보기 위한 
자유형 사용자 평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당신은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 도중 강남역에 
있는 치킨맛집을 검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맛집을 검색한다고 가정하고, 검색하는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림53. 자유형 작업 평가를 위한 질문지> 

질문지에서는 CON의 대화화면을 제공하되, 아이콘의 정보탐색 기능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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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시형 작업 평가

지시형 작업 사용성 평가는 CON 의 검색 과정을 경험한 후 사용자들의 의

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자는 1.4.1에서 진행한 자유형 작

업 사용성 평가 대상자와 동일하다. 동일한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CON의

성능을 기존의 검색방법과 비교하여 검증해보기 위함이다. 1차로 전체 과정

을 경험하게 한 후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2차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1차 설문을 위해 평가 요소가 필요하였기에, 여러 사용성 평가 요인

중, 피터 모빌의 허니컴 도구,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평가 요인, 그리고 Brian

Shackel의 평가 요인을 참고하였다.

쓸 만하고 유용한 기능인가 - 유용성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용성

디자인적 요소들이 신뢰가 느껴지는가 - 신뢰성

검색이 수월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가 - 검색성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가 - 통제성

거부반응은 없는가 - 광고태도

<그림54. 지시형 작업 평가용 이미지와 질문의 관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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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피터모빌의 허니컴 도구에서는 얼마나 쓸 만한 기능인지를

측정하는 ‘유용성’과 얼마나 사용자가 시스템을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사용성’,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신뢰를 평가하는 ‘신뢰성’, 그리

고 검색을 돕는 UI 디자인인지를 알아보는 ‘검색성’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제

이콥 닐슨의 사용성 평가 요인 중 사용자의 능동적 탐색 가능성을 측정하는

‘통제권’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용자 평가 요인에는 없었던 내

용이지만) 광고기피현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rian Shackel의 평가 요인

중 ‘사용자 태도’ 요인을 추출하여 ‘유용성’, ‘사용성’, ‘신뢰성’, ‘검색성’, ‘통제

권’, ‘사용자태도’ 등 총 6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였다. 단, 질문의 대상 이

미지는 검색 영역 이미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대화중 아이콘 등장 화면 이

미지로 제한한다<그림54>.

1.2.3 사용성 평가 결과

동일 이미지를 두고 자유형 작업과 지시형 작업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1) 자유형 사용성 평가 결과

평가 대상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검색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그 결과, 25

명의 평가 대상자 중 포털사이트/블로그 선호형, 위치기반 서비스앱 선호형,

멀티 검색형, 맛집 어플 선호형 등 크게 4 분류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졌다.

특히, 포털 사이트/블로그 검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는

데, 그 중 20명이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한다고 언급했으며, 나머지 두 명도

‘블로그’를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 외에도 ‘포스퀘어(Foursquare)’같은 위치기

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서 찾을 수 있는 맛집 정보를 애용하는 사람, 다양

한 맛집 어플을 통해서 맛집정보를 얻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봐야 마음이 놓인다는 사용자도 있었으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

였다<표 24>.



- 107 -

<표24. 자유형 작업 사용자 평가 결과 - 6단계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원
A

포털사이트/
블로그 
선호형

채팅앱
OUT

포탈사이트/
블로그접속

검색 URL복사
채팅어플

IN
정보
공유

20

B
위치기반
서비스앱 
선호형

채팅앱
OUT

위치기반서비스
앱 접속

검색
공유하기 

(채팅어플IN)
정보공유 2

C
멀티 검색형

채팅앱
OUT

포털사이틀 
접속 + 

지인에게 묻기 
+ 기타 앱 접속

검색 예약가능확인
채팅어플

IN
정보
공유

2

D
맛집 어플 

선호형

채팅앱
OUT

맛집 앱 접속 검색
공유하기 

(채팅어플IN)
정보공유 1

자유형 사용자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소비자의 검색 행동

공통점은 표24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검색을 위해선 무조건 채팅 앱을 나간다

는 점과 (2단계) 검색을 위해 다른 플랫폼을 찾아간다는 점이다. 즉, 1단계와 2단

계는 검색을 수반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다.

CON의 검색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단계들이 없으면서도 검색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체 과정은 단축시켜줄 수 있으며, 특히 URL을 복사해서 다시 채

팅앱으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 기존 검색 방법 대비 효과적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CON에서의 검색 프로세스에는 채팅앱을 벗어나지

않고도, URL을 복사하지 않고도 바로 검색, 공유할 수 있기에, 검색과정을 “검색

- 정보공유“의 2단계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55>.

<그림55. 자유형 검색 프로세스와 CON 검색 프로세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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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시형 사용성 평가 결과

<표25. 지시형 작업 사용자 평가 결과>

아주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쓸 만한 기능인가 0 3 5 15 2

사용하기 쉬운가 0 2 13 7 3

신뢰가 가는 디자인인가 0 9 5 10 1

검색이 수월한 디자인인가 0 1 5 9 10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 0 1 2 19 3

거부반응은 없는가 0 0 8 14 3

<표26. 지시형 작업 사용자 평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

긍정적 평가

23 남 맛집 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25 여 검색으로의 진입이 빨라서 좋다.

29 남 대화중에 바로 검색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듯. 

34 여 과정이 단축 되서 좋다. 

39 여 메신저를 벗어나지 않으니 공유가 쉬울 것 같다

40 남 광고주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매체로 작용할 것이다

부정적 평가

23 남 원치 않는 광고가 나올까봐 걱정도 된다. 

25 여 검색에 제한을 주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29 남 특정 검색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34 여 검색 장치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다.

39 여 운영자가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 믿음이 안갈 것 같다.

40 남 내가 주로 가는 루트가 아니라서 정보에 대한 믿음이 안갈 것 같다.

<표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시형 작업 사용자 평가 결과, 유용성

(Usable)과 신뢰성(Credible), 검색성(Findable), 통제성, 거부반응에 관한 질문에

는 그렇다 혹은 아주 그렇다 라는 답이 지배적이였다 다만 사용하기 쉬운지를

묻는 사용성(Useful)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라는 평이 가장 많았다. <표

26>은 지시형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평가 대상자가 남긴 코멘트이다.

지시형 사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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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검색은 공유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공유가 용이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는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모바일 메신저 안에서 검색을 시도하

려 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모바일 메신저 내 검색기능을 제대로 갖춘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리 익숙하거나 유용하지 않았

던 까닭일 것이다.

셋째, 사용자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검색루트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 또

한 사용자는 제한된 검색 영역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된 검색 구역

이라는 느낌을 탈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나 기타 플랫폼으로 유입될 수

있는 exit가 필요하다.

제 2 절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2.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1 연구문제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 모

바일 광고 소비자 반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의 모바일 광고 소비자반응 관련 연구는 크게 기술수용모델 기반 연구와 웹

광고효과모델 기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기술수용모델을 토대로 한

연구를 진행해 온 박진표와 김재영(2010)은 모바일 광고의 수용과정을 설명하

기 위해 외부 영향변인으로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술

수용모델의 핵심변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광고태도, 광고

수용의도를 기술수용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단서로 선정하여 이들 간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73) 한편 웹광고효과모델을 근간으로 한 모바일 광고의

73) 박진표, 김재영, 2010. “모바일 광고의 수용자 반응에 관한 연구: TAM(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옥

외광고학연구』 Vol.7, No.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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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봉철(2007), 양영종(2009)등의 연구가 있다. 김봉철(2007)

은 지각된 정보성, 지각된 오락성, 지각된 개인화가 광고태도에 정(+)적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74) 또한 양영종(2009)은 정보성, 오락성, 개인성, 성

가심이 신뢰와 몰입에 정(+)적 영향을, 신뢰와 몰입은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75)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모바일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고 광고회피를 최소

화하기 위한 본 논문의 방향과 모두가 맞을 순 없다. 그동안 빈번하게 다루

어져 왔던 선행연구의 예측 변인 중 아이콘형 광고의 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소비자의 이성측면과 감성 측면에서 추출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근간으로 한 행동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

용용이성)을, 사용자의 감정적 단서들을 포함한 감정변수(오락성, 신뢰성, 참

여성)을 주요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행동변수와 감정적 변수가

소비자반응인 아이콘형 광고태도와 클릭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합리적 행동변수(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이용용이성)이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1.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광고태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1-2.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클릭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감정적 변수(오락성, 참여성, 신뢰

성)이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74) 김봉철, 2007. “모바일광고에 대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Ducoff(1996)의 웹 광고 효과 모델 확

장 적용” ,『광고연구』, No.75, pp35-59.

75) 양영종, 2009. “모바일광고의 효과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Vol.20, No.1,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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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2-1.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2.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2 연구방법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용 아이콘형 광고는 모

바일 메신저 상에서 노출되어야 하지만 실제 모바일 폰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 메신저의 형태와 유사한 이미지로 디

자인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다. 따라서 아래 <그림56>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아이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아이콘형 광

고 클릭 시 나타나는 정보는 다양한 브랜드의 로고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56. 모바일 메신저 상의 아이콘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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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형 광고의 제품군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최

다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광고툴인 플러스친

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카테고리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카테고리가 확인되

었다. 이 들 중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

원생 3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면접법을 실시하였다. 표적 집단면접 결과 5개

의 제품군(‘외식 및 식음료’, ‘문화’, ‘쇼핑’, ‘게임’, ‘교육 및 기관’)으로 대상이

압축되어,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플러스친구의 이

용빈도(‘최근 3개월간 이 제품군의 카카오플러스친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

습니까?)’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가장 높은 평균 이용

빈도(M=3.8)를 보인 ‘외식 및 식음료’ 중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치킨을 최종

제품카테고리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 충청지역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

터 5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2013년 6월에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20대가 93.5%로 가장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20대는 모바일 메신저의 주 이용자인 점을 감안

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광고태도 연구

를 위한 대표적 표적 집단이자, 집단내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중 통계처

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3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아이콘형 광고의 참여성, 아이콘형 광고

의 신뢰성,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이용용

이성,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태도, 아이콘형 광고의 클릭의도를 묻는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은 이용자가 아이콘형 광고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오락성 측정을 위해 양병화(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

이콘형 광고는 오락적이다’, ‘아이콘형 광고를 받는 것이 재미있다’로 구성하

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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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808로 나타나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아이콘형 광고의 참여성은 이용자가 아이콘형 광고에 참여의 가능성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진표, 김재영, 2010). 참여성은 심성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이콘형 광고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이콘형

광고는 집중을 높여준다’, ‘아이콘형 광고는 매력적인 볼거리가 있어 참여를

유발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774).

아이콘형 광고의 신뢰성은 이용자가 아이콘형 광고를 믿을 수 있다고 느끼

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신뢰성 측정을 위해 양병화(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이콘형 광고의 정보는 사실적이다’, ‘아이콘형 광고는 제품을 구매하는 좋

은 수단이 된다’, ‘아이콘형 광고는 믿을만하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720). 다음으로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은 아이콘형 광고를 통해 얻는 개인적, 사회적 혜택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지

각된 유용성 측정을 위해 심성욱(2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이콘형 광고는

일반광고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이콘형 광고는 일반광고보다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콘형 광고는 유용할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709).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아이콘형 광고를 이용하는데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이용용

이성 측정을 위해 박진표와 김재영(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이콘형 광고

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콘형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쉽

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이콘형 광고를 보면서 이메일 확인, 전자상거래

등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마지막 문항은 신뢰도 계수를 떨어트리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삭제하였다. 따라서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최종 2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Cronbach's α=.716).

다음으로 아이콘형 광고의 태도는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일반

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양병화(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아이콘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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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다’, ‘아이콘형 광고는 만족스럽다’, ‘나는 아이콘형 광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전반적으로 아이콘형 광고에 대해 긍정적이다’의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942). 마지막으로 아이콘형 광

고의 클릭의도는 아이콘형 광고를 클릭할 의도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에 대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클릭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심성욱(2009)의 연구를 참고하

여 ‘앞으로 아이콘형 광고를 클릭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아이콘형 광고를 통

해 상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아이콘형 광고를 적극적

으로 이용할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

=.905)

2.2 연구결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변수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락성이 3.476,

참여성이 3.480, 신뢰성이 3.225, 지각된 유용성이 3.551, 광고태도가 3.331, 클

릭의도는 3.248로 나타나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전반적으로 보

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4.034의 값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27>.

<표27. 변수별 기술통계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오락성 207 3.476 0.803
참여성 207 3.480 0.738
신뢰성 207 3.225 0.696
지각된 유용성 207 3.551 0.680
지각된 이용용이성 207 4.034 0.604
광고태도 207 3.331 0.887
클릭의도 207 3.248 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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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변인간의 상관계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 지각된유용성
지각된이용용이성

광고태도 클릭의도
오락성 1 　 　 　 　 　 　
참여성 0.478** 1 　 　 　 　 　
신뢰성 0.357** 0.438** 1 　 　 　 　
지 각 된 유용성 0.383** 0.467** 0.537** 1 　 　 　
지 각 된 이용용이성 0.384** 0.404** 0.420** 0.370** 1 　 　
광고태도 0.620** 0.605** 0.576** 0.544** 0.507** 1 　
클릭의도 0.548** 0.582** 0.570** 0.556** 0.408** 0.847** 1

** p <0.01, N=207

<표28>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제시하

였다. 표 내용에서 보듯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들은 .357부터 .847에 이르는 범

위를 보여 모든 변인들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광

고태도 및 클릭의도와 대부분의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주요 독립변수

로 가정한 본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2.2.1. 합리적 행동변수 연구결과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다음

<표29>에 요약 정리 하였다. 표 내용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왔다(F=69.082, df=2,204, p<0.01). 개별 변인들의 유의도를 검 증한 결과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모두 아이콘형 광고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지각된 유용성(β=0.413)이

지각된 이용용이성(β=0.354)에 비해 아이콘형 광고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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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β t 유의도 F R2

지각된 유용성 .413 7.095 .000 69.082 .398지각된 이용용이성 .354 6.082 .000

항목 β t 유의도 F R2

지각된 유용성 .470 7.768 .000 56.527 .350지각된 이용용이성 .234 3.872 .000

<표29.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변수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아

이콘형 광고의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30>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

다(F=56.527, df=2,204, p<0.01). 개별 변인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모두 아이콘형 광고 클릭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지각된 유용성(β

=0.470)이 지각된 이용용이성(β=0.234)에 비해 아이콘형 광고 클릭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0.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변수가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

2.2.2. 감정적 변수 연구결과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아이콘형 광고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다음

<표31>에 요약 정리 하였다. 표 내용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왔다(F=95.786, df=3,203, p<0.01). 개별 변인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오락

성, 참여성, 신뢰성은 모두 아이콘형 광고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오락성(β=0.367)이 신뢰성(β=0.317), 참

여성(β=0.291)에 비해 아이콘형 광고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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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β t 유의도 F R2

오락성 .367 7.015 .000
95.786 .580참여성 .291 5.344 .000

신뢰성 .317 6.203 .000

항목 β t 유의도 F R2

오락성 .285 5.060 .000
73.881 .515참여성 .297 5.082 .000

신뢰성 .339 6.166 .000

<표31. 소비자의 감정적 변수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아이콘형 광고

의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32>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F=73.881,

df=3,203, p<0.01). 개별 변인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오락성, 참여성, 신뢰

성은 모두 아이콘형 광고 클릭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신뢰성(β=0.339)이 참여성(β=0.3297)과 오락

성(β=0.285)에 비해 아이콘형 광고 클릭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2. 소비자의 감정적 변수가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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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한계점

제 1 절 CON의 효과

지금까지 모바일 광고연구, 콘텐츠 관련 문헌연구, 요소 디자인 연구를 선

행하였고, 아이콘 표현기법에 따른 수용자의 광고효과, 광고태도, 사용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고태도와 클릭의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

사를 고려하여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을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앞서 4

장에서 언급했던 광고적 기대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표33. 전체 연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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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의 마케팅적 기대효과

본 논문 4장 1절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

대할 수 있는 마케팅 적 장점은 (1) 시.공간적 한계 극복 (2) 효율적 정보탐색

(3)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표현 (4)효율적 소비자행동모델 (5) 전체 구매과

정 공유 등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콘

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의 특징과 기대효과 다음과 같다<표33>.

<표 34. 콘텐츠 아이콘 플랫폼 CON 서비스의 특징> 

CON 서비스 특징 세부사항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 소비자 현재 위치에 따른 알맞은 정보 제공

빠르고 직관적인 검색 메신저 대화 중 빠른 정보 검색결과 제공

독립적 표현기법 기존 매체와는 다른 인포그래픽 표현기법

광고기피현상 완화 정보 탐색이 필요없을 시 일반 아이콘/이모티콘으로 사용

빠른 의사결정 메신저를 통한 탐색과정의 즉시공유를 통해 빠른 결정 유도

(1) 실시간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CON의 서비스는 콘텐츠 아이콘이 탑재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작용하기

에 PC기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실시간 및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특히, 소비의 접점에서 소비자가 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브랜드를 노

출시키고 주입시키는 노력을 줄이고 소비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

성을 높인다<그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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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CON의 실시간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2) 빠르고 정확한 검색 기능

CON의 서비스는 상품에 대한 요금, 구매 가능한 상점과의 거리 혹은 위치,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관련된 정보를 메신저 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현재

상용화 된 다른 모바일 메신저 중 메신저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즉시검색기능을 가진 업체는 2014년 현재 @HMS뿐이다. 하지만

HMS는 @테그를 통해 메신저 상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연결시켜주는 지름길

역할일 뿐이며 인터넷 상에서는 광고를 포함한 불필요한 정보들이 범람하기

에 새로운 검색의 과정과 능력이 필요하다. 즉, @HMS의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를 비활성화 시키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한 단

계 줄였을 뿐이다. 또한 그 후 사용자의 검색능력에 따라 소비결과가 달라지

게 된다. 이에 비해 CON의 플랫폼에서는 메신저 대화중 사용자가 사용한 콘

텐츠 아이콘 안에 소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메신저

를 벗어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성 정보 이외의 불필

요한 정보들은 침입할 수 없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보다 효율적인 정보탐색

이 가능하게 된다<그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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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적인 표현기법

CON의 서비스는 광고의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표현이 가능해진다. 콘텐

츠 아이콘에서 보여주는 광고성 정보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며, 이러

한 정보를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 기호, 혹은 인포그래피 형식으로 노출되

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즉시적인 정보 비교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표현이 가

능해진다. 이는 기존의 노출과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이거나 감성적인

표현방법을 통한 광고 표현기법과는 분명히 다르며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소

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59>.

<그림58. CON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과정> <그림59. CON의 독립적 인포그래픽 표현기법>

(4) 광고 기피현상 완화

CON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아이콘들은 지인과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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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처럼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매나 소비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 본인이 직접 활성화를 시켜야만 콘텐츠 아이콘의

역할을 하며 정보 탐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구매나 소비의 필요가 없는

일상 대화에서는 다른 아이콘이나 이모티콘과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

을 위한 시각언어로 활용되게 된다. 즉, 광고성 정보가 소비자의 일상대화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일상대화 속에서 잠재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광고 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고 기피현상을 완화 시켰음은 소비자 행동모델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검색을 위해 플랫폼에 접근하는 과정에선 모든 콘텐츠들이 각각

자신의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우선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적 표현기법이 적용

되기 마련인데, 이는 소비자 행동모델의 바이블인 AIDMA 이론의

A(Attention)에 해당하는 광고 활동에 해당된다. Attention과정에서는 사용자

의 시선을 끌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많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비좁은 모바일 환경에선 쉽지 않은 작업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광

고기피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60. NSSA 행동모델>

CON의 소비자 행동모델은 NSSA (Need - Search - Share - Action)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는 Attention 과정이 없다. 광고의 Attention

과정은 소비자의 관심을 빼앗아서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소위 크리

에이티브와 가장 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기에, 이 단계가 없다는 것

은 광고 기피현상을 대폭 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CON은 모든 광고성 정보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자의 손안에 쥐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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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노출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떻게 해서든 노출 시키

고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것이 광고주의 본질이기에 광고주 입장에선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정보 검색력이 과거 대비 월등히

뛰어나면서도 광고기피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을 상대하려면 함부러 노출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반응을 얻기 쉽다. 21세기에 가장 훌륭한 광고 전략은

‘광고가 아닌 척’ 하는 것이며 CON의 선택적 광고열람기능은 그 대표적인 예

라 할 수 있겠다 <그림61>.

<그림61. CON의 선택적 열람 기능> <그림62. CON의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5)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소비의 접점에서 지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

하려는 등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검증을 받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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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소비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CON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중 가장 활용성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

환경에서 구동되며,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모든 검색과정이나 검색의 결과

를 메신저 상에서 즉시적으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기에 다른 소비환

경에 비해 사용자간 의사결정이 빠르다. 또한 Brand가 가진 Contents의 Fact

를 쫓아서 검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그림62>.

1.2 CON의 사용성 평가 결과 분석

1.2.1 검색 과정의 단축과 소비자 행동모델의 변화

자유형 작업 사용성 평가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겪는 전체 검색 프로

세스는 ① 메신저 어플을 빠져나간 후, ② 다른 검색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CON에서는 이 2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번거로움을 덜고,

결과적으로 전체 검색과정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

제 7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CON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비자 행동모델은

NSSA (Need - Search - Share - Action)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

에서 광고 기피현상을 야기하는 Attention 과정이 없애므로 더 나은 광고환경

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1.2.2 검색의 확장성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의 축소판으로 사용자

들의 데이터 정보교환을 통해 존재하는 유기적 콘텐츠 조직의 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한다. 검색과 대화를 동시에 처리하

는 모바일 메신저 유저들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소통과 교류 도중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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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빨리 찾아야 하는 일상의 반복은 사용자로 하여금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의 플랫폼에서 광고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보였다.

CON의 지시형 작업 실험에서도 일부 사용자들은 정보의 조작여부를 의심했

다. 쉽게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검색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보에 대한 의심은 콘텐츠에 대한 의심이며, 콘텐츠에

대한 불신은 플랫폼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미디어가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가 미디어’, 즉 콘텐츠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

이기에, 검색 플랫폼은 개발자에 의해 제한된 구조가 아닌 사용자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확장의 이론은 CON의

존립 여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검

색영역의 디자인을 ‘입주형’, ‘펼침형’, ‘아이콘형’, ‘나침판형’ 등 총 4가지 스킨

으로 제안을 했지만, 스킨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카테고리를 돕는 껍질일 뿐이

기에 중립적인 성향을 띄어야 한다.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 강조해서는 안

되며 이런 광고적 장치를 들키는 순간 사용자의 마음은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 점은 CON 뿐만이 아니라 차후 개발될 모든 검색 플랫폼의 연구에도 중요

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1.3 CON의 소비자 반응 설문 결과 분석

본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의문을 언급한

바 있다.

① 만약 광고를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광고에 대응하는 자세를 수동

에서 능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감정적 변수- 참여성).

② 만약 광고를 제공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 보게 된다면 광고성 정보에 대

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감정적 변수- 신뢰성).

③ 만약 광고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정보의 침입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소비자반응-광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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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소비자 반응 조사 연구 문제> 

연구문제 세부 연구문제

합리적 행동 변수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1-1.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감정적 변수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2-1.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 모바일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이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④ 만약 사용자가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을 감정 표현 이상의 기능으로 사용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을 것이다(감정적 변수- 오락성).

⑤ 만약 사용자가 광고를 아이콘을 통해 사용한다면 적합하고 다양한 정보

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이다(합리적 행동변수-지각된 유용성).

⑥ 만약 사용자가 광고를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합리적 행동변수-지각된 이용용이성).

⑦ 만약 광고가 아이콘을 통해 노출된다면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 적극적

으로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소비자반응-광고 클릭의도).

그리고,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광고 태도, 광고 클릭의도 의 관점에서 설

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긍정적인 정의 반응을 보였

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이콘형 광고에 대해 응답

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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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소비자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어떤 뉴미디어가 상용화될

때 소비자는 그 미디어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 투입이 뉴미디어 상용화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높게 나왔다는 점

은 향후 아이콘형 광고 상용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변수가 아이콘형 광고의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광고태도와 클릭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보다 광고태도와 클릭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아이콘형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혜택이 클수록

광고태도와 클릭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아이콘형 광고 전

략 수립 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적 혜택을 파악하여 다양한 정보를 아이

콘에 연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아이콘형 광고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감정적 변수가 아이콘형 광고의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오락성, 참여성, 신뢰성은 광고태도와 클릭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감정적 변수의 영향력이 광고

태도와 클릭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아이콘형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변수는 오락성>신뢰성>참여성 순으로

나타나 오락성이 광고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클릭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감정적 변수는 신뢰성>참여성>오락성 순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클릭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광고 집행 목적에 따라 아이콘형 광고

의 톤 앤 매너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광고태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오

락성이 가미된 아이콘형 광고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가미

된 아이콘형 광고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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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토의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한 콘텐츠 아이콘 광고의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사용성

평가를 통한 마케팅적 가능성과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콘텐츠 아이콘 광고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브랜드의 자산인 CI, 혹은 BI 이미지 요

소의 노출 형식을 평등하게 갖춰야 하는 과제이며 두 번째는 공정한 정보 노

출을 위한 투명한 매체비 운영 기획이다.

2.1 브랜드 이미지 평준화

대부분의 광고들은 유머나 과장, 비유, 강조, 공감 등 크리에이티브 요소가 가미

된 표현기법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단계로 시작한다. 그러나 정보제공형

콘텐츠 아이콘 광고를 통해 노출되는 브랜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행동모

델에서 Attention 단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C.I 혹은 B.I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초 노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노출 순위가 공정하게 정해진다. 하지만 그 공정함이 각각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C.I 혹은 B.I 고유의 컬러나 모양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색을 가진 브랜드, 간결한 형태를 가진 기업의 C.I 혹은 B.I가 다양한 색상 화려한

형태의 C.I 혹은 B.I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크기나 위치의 차등을 춰서 소비자가 설정한 콘텐츠의 기준을 반영하고자 해도 브

랜드의 C.I 혹은 B.I가 가진 고유의 외형적 성질을 극복하기엔 스마트폰의 화면이

너무 좁다. 특히, 가로나 세로로 유난히 길게 표현된 C.I 혹은 B.I는 정방형에 가

까운 C.I 혹은 B.I보다 작게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얇은 logotype으로 구성된 C.I

혹은 B.I가 색면적이 넓은 C.I 혹은 B.I를 사용하는 브랜드보다 강해보이는 건 쉽지

않다. 이렇듯 브랜드의 C.I나 B.I를 통해 광고물을 대체하는 방식이 결코 공정하지

만은 않은, 후속연구에서 개선해야할 중요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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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체비 평준화

본 논문을 통해 저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보 제공형 콘텐츠 아이콘과 그

플랫폼의 운영 전략은 매체비의 평준화를 통한 정보의 투명성, 공정성 유지이

다. 즉, CON을 활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평등한 정가항목에 따른 매체단가

를 적용받게 된다. 매체 사용 단가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우선노출, 강제 노

출, 혹은 다량 노출 등의 혜택을 노리는 것은 불허하며, 정가 외 추가 비용은

기준치 이상의 물리적 정보량의 증감에 따라서만 측정된다. 이는 뺏고 빼앗기

는 무한경쟁의 상징인 광고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체 운영이다. 경쟁사

대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판매의 돌파구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

는 광고시장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매체비 평준화 전략은 평균 수준

이상의 광고를 집행해 오던 광고주에겐 불안요소일 것이다. 또한 매체 운영

측 입장에서도 우선노출이나 다량노출을 전재로 한 프리미엄 등급 운영의 기

회가 애초에 차단되는 매체 평준화 전략이 반가울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매체비 평준화 전략을 굳이 모바일

메신저 광고 시장에서 논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모두 똑같은 매체비를 지불하는 비현실적인 전략이 자본주의의

꽃인 광고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광고에 있어서 매체는 광고가 타겟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고려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매체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매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기존

의 4대 매체를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IP TV, 옥외, 바이럴, 배너광고 등, 모든

매체는 고유의 역할과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렸을 때 매체는

비로써 최상의 기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모바일 메신저 안에서 구현되는 정

보제공형 콘텐츠 아이콘 광고의 정확한 역할은 가감 없는 정보 제공이다. 즉,

광고가 정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다. 또한 콘텐

츠 아이콘 광고에서의 매체비 초과지급을 통한 광고노출 경쟁은 차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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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각적 공해와 광고기피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정보

제공형 콘텐츠 아이콘 광고가 인포그래픽 형식을 띄고 있는 것 또한 그 어떤

과장이나 왜곡 없이,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콘텐츠 정보를 가감 없이 제공하

는 까닭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군집하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그 무한한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광고의 지표를 만들어가게 될 정보제공형 콘텐츠 아이콘 운

영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 탐색과 빠른 선택의 권리를, 광고주에게는

적절한 매체 제공과 비용 절감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품질과 서비스로 승

부하는 바람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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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정보제공형 모바일 메신저 아이콘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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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ID 번호

설 문 지

*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시고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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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v표시 해주십시오.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만 ___________ 세

■ 다음은 모바일 광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4. 귀하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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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일러스트레이션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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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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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편화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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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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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브랜드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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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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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사진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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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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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동사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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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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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그림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될 모듈형 아이콘의 광고태도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림 설명 : 대화에 섞여있는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클릭할 경우, 링크를 타고 해당 이미지 관련

제품과 관련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설문에 응해주세요.)

정보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적절한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시기성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락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가심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기만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대화를 성가시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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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내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편재성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태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은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위 아이콘은 주의를 끈다. ① ② ③ ④ ⑤

6 위 아이콘은 설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위 아이콘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위 아이콘는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위 아이콘은 기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 아이콘은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의도 관련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위 아이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위 아이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아이콘을 더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 아이콘 정보의 공유/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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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 ID 번호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모바일 메신저 상의 아이콘 노출이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

로 처리되어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

로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연 구 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김 종 민

※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시고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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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콘형 광고는 오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를 받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대화 중 노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 이미지와 관련된 브랜드에 관한 가격, 위치,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화 중 노출되는 치킨의 ‘아이콘형 광고’를 보신 후,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오락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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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콘형 광고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는 집중을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콘형 광고는 매력적인 볼거리가 있어 참여를 유발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콘형 광고의 정보는 사실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는 제품을 구매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콘형 광고는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콘형 광고는 일반광고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는 일반광고보다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콘형 광고는 유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콘형 광고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콘형 광고를 보면서 이메일 확인, 전자상거래 등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참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3.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4.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5.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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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아이콘형 광고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콘형 광고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콘형 광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반적으로 아이콘형 광고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앞으로 아이콘형 광고를 클릭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앞으로 아이콘형 광고를 통해 상품의 정보를 지속적으

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콘형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7. 다음은 아이콘형 광고의 클릭 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v 표시 해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만 __________ 세

▶ 다음은 모바일 광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⑤ 5

시간 이상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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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CON 전시 이미지

<그림63. CON 전시 이미지> 

2014. 12. 15-12. 26
Seoul National University MoA Gallery 3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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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CON 전시용 보드 이미지

<그림64. CON 전시용 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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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ng Min Kim

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martphone is the most potential advertising media as the personal

devices that consumers most used in modern times. Especially, the mobile

messenger which is driven in smartphone is also blue ocean of the

potential customers which communicate for purchasing decision and

sharing by messengers much more than their verbal communication.

However, the area of smartphone is the media which should very

carefully be developed because there is a very strong possibility of

adverse effects of advertisements such as advertising avoidance due to

intrusion of information which users don't want to get as it is the most

personal device.

This research is the study which tries to suggest a new type of

advertising UX(user experience) to the mobile messenger advertising

market which is stagnant by the new media system called informational

content icon. Als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which is able to overcome the advertising avoidance by creating the

environment that consumers read advertisements under the necessity as

well as build up the mobile messenger advertising market through the

method which utilizes picture languages including icons in mobile

messenger.

First of all, th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media, the semiologic

theory, the study on traditional expressive techniques, and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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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content icon platform design were arranged in order to

analyses on the mobile advertising market and mobile messenger

advertising before development and design of content icons.

The survey on advertising effects, advertising attitudes, and usage

intention of consumers according to expressive techniques was undertaken

to select content icons design and expressive techniques in earnest. Also,

the additional survey on consumer response about icon-typed

advertisements by dividing it into the rational behavioral variable aspect

and the emotional variable aspect was conducted to apply consumer

response to design.

The result which investigated content icons expressive techniques could

be found that the module-typed icon which simultaneously received a

positive response in individuality and information in the examples of

illustration-type, pictogram-type, brand identity-type, photo-type,

verb-type, and module types are the most suitable one from the viewpoint

of advertising effects, advertising attitudes, and usage intent.

The result which investigated consumer response about icon-typed

advertisements has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has the effect on

advertising attitudes and intention to click and it implies that the system

which helps reasonable choice or decision making is important in

production of icon-typed advertisements.

The emotional aspect could be found that consideration of the

entertainment aspect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advertising attitude and

consideration of the reliable aspect has the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click in design of icon-typed advertisements.

‘CON’, the content icon platform produced through these reviews of

literature and the surveys, is a mobile messenger that is design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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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d content icons which hold advertising information.

The content icon platform, ① ‘CON’ makes consumer's good judgment

in the nexus of consumption by providing the real time location-based

services and ② provides the comparatively short and effective search

process. Also, ③ it emphasizes the entertainment as the independent

inforgraphic expressive technique and ④ suggested the possibility which

can drastically reduce the advertising avoidance because consumers can

selectively read advertisements as necessary. Finally, ⑤ it helps

reasonable and fast decision making by introducing the digital prescription

system such as CON'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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