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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functions, and motives of using   

emoticons in addition to verbal messages in non-face-to-face,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such as SNS, instant messenger. In a face-to-face communication situation, non-verbal elements of the 

speakers such as facial expression, gestures, postures are as important as verbal utterances in grasping 

the speaker’s intentions and meanings of conversation. Likewise, in a non-face-to-face, CMC 

environment, the use of emoticons is essential to convey subtle messages such as emotions and 

attitudes that is hard to grasp via verbal communication. Such active use of emoticons is related to a 

strong motivation for communication of the users even in a very limited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 

CMC participants are using emoticons in negative situations to mitigate the face-threatening messages 

and/or to reduce conflicts in human relationships. Emoticons are also used to perform various speech 

acts such as ‘agree’, ‘disagree’, ‘compliment’, ‘blame’, ‘congratulate’, ‘apologize’, and ‘console’, 

through which they serve the function of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y expanding positive reactions 

and reducing negative reactions of the other speakers. It can be said that emoticons perform the 

function of a politeness strategy to show deference and reduce the loss of face of conversation 

participants. Researches on emoticons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 theories 

have been rare until recently. Just as gestures play a major role in face-to-face communication, 

emoticons need to be discussed as essential elements in non-verbal communication.  

 

Keywords: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moticon, Non-Verbal communication, Speech 

Acts  

 

요약: 이 연구는 SNS 채팅, 메신저와 같은 비대면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 상황에서 이모

티콘을 사용하는 동기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얼굴 표정, 몸짓,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는 발화자의 의도와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대화 참여자들은 문자언어로 나타낸 정

보 외에도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대표적

인 예가 이모티콘이다. SNS 이용자들은 여러 종류의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비

대면 대화 속에서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모티콘 사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충족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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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콘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

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일 목적으로도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이모티콘은 동의, 반대, 칭

찬, 비난, 축하, 사과, 위로 등의 대화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상대에게 긍정적

인 반응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약화시킴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모티콘은 대화 참여자들의 체면 손상을 줄이고 

상대방을 대우하는 공손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모티콘은 비대면 대

화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비언어적 요소로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이모티콘,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화행위, 컴퓨터매개의사소통(CMC)  

 

1. 서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2020년 기준 91.9%에 달하며[1]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7년 이후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달한 디지털 문화, SNS 문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 19) 유행을 계기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비대면이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이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뜻한다. CMC 환경에서는 문자로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용했던 비언어적인 요소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3].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CMC 환경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비언어 및 준언어적 신호들을 온라인 언어의 일부이자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4]. 이모티콘은 표정이나 행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모티콘이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문자 중심의 환경에서 이미지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모티콘은 앞으로 문자언어를 대체하고 감성언어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5]. 이 연구에서는 CMC 환경에서의 이모티콘의 

역할을 의사소통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모티콘 연구 현황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도상(icon)이 합쳐진 말로, 초기에는 컴퓨터 

자판에 있는 문자를 조합하여 사람의 눈, 코, 입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표정을 보여 

주려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모티콘을 텍스트 이모티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자의 배열만으로 기쁨, 슬픔, 당황 같은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다가 

온라인 환경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미지가 담긴 그래픽 형태로 발전되고, 나아가 

움직임까지 포함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으로까지 발전되어 다양한 감정과 태도,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이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정서를 담은 이모티콘을 구매해 가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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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시장의 규모는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모티콘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등 SNS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주로 

비언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앨버트 메라비언(A. Mehrabian)은 저서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1972)>에서 의사소통에서 음성언어의 비중을 단 7%로 

보고 손짓, 몸짓, 자세, 어조와 같은 요소의 비중을 93%라고 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비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높게 평가한 연구자이다. 언어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성이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사람들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적 몸짓(interactive gestures)을 

사용한다. 손을 움직이지 말고 말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단지 손만 쓰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도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몸짓을 사용해야 말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6]. 비언어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 등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의사소통의 주체인 우리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줄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자언어로만 전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적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모티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모티콘을 유사언어(paralanguage)로 본 연구자도 

있다[7]. 

이모티콘 사용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디자인, 언론정보,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동기를 감정 표현, 의사소통 활성화, 

사회적 관계의 형성, 문화적 정체성 형성[8], 이미지 관리, 문장 보완[9], 그리고 

놀이[10] 등으로 보았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체 사용자의 81.3%가 

친밀감 표현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로 꼽았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텍스트만으로는 건조한 CMC 환경에서 이모티콘 사용이 분위기를 쉽게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대화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을 높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모티콘의 사용 양상은 연령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 20대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동 표현 이모티콘을 선호하며 장년층은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한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2]. 한편,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향상 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한다[13]. 이 밖에도 이모티콘을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감정과 의지가 담긴 함축적 

기호로 다룬 연구[14], 가상성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또 다른정체적 

자아표현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15]. 이모티콘은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임이 분명해 보인다. 

 



Emoticons as a Non-Verbal Communication Cue in the CMC Environment 

 

222  Copyright ⓒ 2021 FuCoS 

3.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이모티콘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이란 언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일컫는 말로, 환경, 참여자의 외형, 신체 움직임과 위치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을 의미한다[16].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음성언어는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는 감정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 의사소통에서는 문자언어는 지식 정보를 전달하며 나머지 정보는 모두 

이모티콘이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는 문자언어로 이루어지지만 구어의 

속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자 입력을 통한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절을 

축약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17]. 이모티콘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사용하는 것은 대화 속도를 늦추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기꺼이 이 

불편을 감수하며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모티콘 사용에 관한 기초 조사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감정 표현과 관계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모티콘 48개 가운데 선호하는 이모티콘을 최대 다섯 개를 고르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이모티콘 사용 동기 

[Table 1] Motivation for Using Emoticons 

사용 동기 답변 내용 빈도 

감정 표현 
기쁨, 슬픔, 부끄러움, 화, 재미있음/없음, 피곤함, 애정, 당황, 

짜증, 놀람, 지루함, 머쓱함  
101 

323 
관계 표현 

(대화행위) 

감사, 동의, 축하, 부탁, 기대, 응원, 칭찬, 사과, 인사, 확인, 

위로, 자랑, 환영, 대답, 대답 요구, 수락, 거절, 장난 
181 

기타 
태도(잘난 척, 모르는 척), 사태(망함), 텍스트만 쓰기 허전해서,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행위(먹기, 자기) 
41 

 

[표 1]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 

동의, 축하 등의 대화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과 관계 표현을 중심으로 이모티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감정 표현 

찰스 다윈(C. Darwin)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1872)>에서 인간과 동물은 표정과 몸짓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본능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연구한 학자들은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감정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도 모두 같은 방식의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였다. 

감정 표현은 정보 전달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지만, 문자언어 중심의 CMC 환경에서는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이모티콘이 담당하고 있다. 문자언어는 사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떤 느낌으로 읽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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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소통 방법이다. 내 의도와 다른 어조로 문자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으며 종종 그러한 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이모티콘들 가운데 자신의 

발화 의도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감정이 표현된 이모티콘을 골라서 보여주는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1] 기쁨과 즐거움                    [그림 2] 슬픔 

[Fig. 1] Joy & Happiness                     [Fig. 2] Sadness 

 

[그림 1]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으로 타인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거나 춤을 추거나 벽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것과 같은 큰 동작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눈을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것으로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감정일 

때 동공이 확장되는 신체적 경험에 근거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동의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림 2]는 슬픔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사례로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놓아 울다’와 같은 언어표현이 있는 것처럼 슬픔을 억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열하는 모습의 이모티콘도 있으며, 자신이 흘린 눈물에 몸이 잠기는 것과 

같은 이모티콘도 있다. 몸을 작게 만들어 상자 속에 몸을 넣는 모습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도 흥미로운데, 기쁨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언어학적으로 몸짓을 연구한 학자들이 [기쁨은 위, 슬픔은 아래]와 

같은 개념화(conceptualization) 방식에 근거한 보편적으로 유형화된 동작언어 방식이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림 3] 분노와 혐오 

[Fig. 3] Anger & Disgust 

 

[그림 3]은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으로, 눈매가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고 

낯빛이 어두워지거나 불길이 치솟거나 무엇인가를 걷어차고 던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은 과격한 동작으로 분노와 혐오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오리 같이 생긴 

캐릭터는 다른 감정일 때는 흰색인데 화가 났을 때만 녹색으로 변하는데, 

‘붉으락푸르락하다’라는 언어표현이 있는 것처럼 피부색의 변화를 통해 분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캐릭터가 고안된 점이 흥미롭다. 분노를 드러내는 이모티콘의 

모습들은 실제로 화가 나면 심박 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신체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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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디자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공이 아주 작거나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분노, 혐오, 두려움 등 좋지 않은 감정일 때 동공이 축소되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카카오톡에서 이와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나 지금 화가 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불만을 의미하여 거절과 거부의 의사 

표현을 대신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 표현은 3.2에서 다룰 대화행위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모티콘은 동물 등 사람이 아닌 캐릭터의 모습을 한 경우도 많다. 

동물에 사람 모습이 투사되었을 때 웃음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어서[18]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모티콘은 대화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모티콘의 이러한 기능과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재미있고 귀여운 

캐릭터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을 선호한다[19].  

 

  

    [그림 4] 놀람                   [그림 5] 두려움 

   [Fig. 4] Surprise                     [Fig. 5] Fear 

 

놀람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에는 [그림 4]에서처럼 모두 캐릭터의 머리 부분에서 빛이 

번쩍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이내 이완되는데 빛이 번쩍 하는 그림은 바로 이러한 놀람의 

순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유에서도 놀랄 수 있고 부정적인 

이유에서도 놀랄 수 있는데, 동공이 커지면서 놀라는 모습은 긍정적 느낌을 주고 동공이 

작고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놀라는 모습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모티콘 사용자들은 

상대방이 선택한 이모티콘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에 가깝게 대화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두려운 감정이 들면 체온이 내려가고 몸이 떨리게 되는데, [그림 

5]는 이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는 이모티콘이다. 이 밖에도 [그림 6]과 같이 

부끄러운 감정이나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들도 

많이 있다.  

 

 

[그림 6] 그 밖의 감정 

[Fig. 6] Other Emotions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느낌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된 이모티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자언어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context)으로 작용한다. 텍스트만으로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모티콘이 맥락 정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모티콘에는 

정서를 포함한 인간의 경험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더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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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감정과 분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모티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3.2 관계 표현 

이모티콘이 감정 표현 기능에 치중되어 있을 것 같지만, 기초 조사 결과인 [표 

1]에서도 보았듯이 실제 이모티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감정 표현 외에도 인사, 

축하, 대답, 사과, 기대, 위로 등의 대화행위(화행, speech act) 표현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말은 단순히 담고 있는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일 수 있고 그 말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행위는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행위를 통해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 종료 이후에도 또다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계가 지속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카카오톡과 같은 비대면 대화 속에서는 이모티콘이 

대화행위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림 7] 인사                    [그림 8] 동의와 반대 

  [Fig. 7] Greetings               [Fig. 8] Agreeing & Disagreeinh 

 

이모티콘은 대화 시작과 종결 부분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7]에 

제시한 이모티콘은 손을 흔들거나 경례를 하는 동작을 하는 이모티콘으로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와 같은 언어표현에 대응된다. [그림 7]의 

오른쪽 이모티콘은 “네, 알겠습니다.”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또한 ‘좋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때 “싫어요.”와 같은 문자언어 대신 또는 문자언어와 함께 손바닥을 내밀어 

거부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대화 성향에 따라 부정적인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상대의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 거절을 하게 되면 거절을 하는 

사람도 거절을 당하는 사람도 체면손상(face threatening)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모티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과 유머 효과 때문에 거절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모티콘이 대화에서 일종의 애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대화행위를 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모티콘은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y)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모티콘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기제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이모티콘의 기능을 다루었던 한 연구에서 지도, 명령, 비지지, 불인정, 

주제 전환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관계 

통제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모티콘 사용은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절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관계의 위협 

가능성을 줄인다고 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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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칭찬과 비난                         [그림 10] 축하 

[Fig. 9] Complimenting & Blaming               [Fig. 10] Congratulating 

 

[그림 9]는 “최고입니다.”, “참 잘했어요.”와 같은 칭찬의 대화행위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 같은 비난의 대화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이모티콘이다. 비난도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대화행위이다. 상대에게 동의하거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대화행위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화 중에 여러 번 사용해도 

부담이 없지만, 상대에게 반대 의사를 드러내거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대화행위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자칫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  

부정적인 의사 표현의 이모티콘은 캐릭터의 희화를 통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 9]의 단발머리 고양이 

캐릭터가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짓과 콧김을 내뿜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면 대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것을 본 상대방은 매우 불쾌할 수 있지만 재미있게 생긴 캐릭터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심각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이모티콘 중에서도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 표현에 대해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흥건해지게 한다든가 상대방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신발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걷어차는 행위를 하는 등 더욱 과장된 행위로 표현된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유머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비난 대화행위나 감정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표현한 

이모티콘의 사용을 조심스러워하는 사용자도 있다. 

 

              

[그림 11] 기대           [그림 12] 사과와 위로              [그림 13] 의문 

[Fig. 11] Hope            [Fig. 12] Apology & Consolodation      [Fig. 13] Doubt 

 

[그림 11]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다. 두 

손을 모아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이모티콘 캐릭터의 표정에 따라 다른 

의도가 있는 기대 또는 간절한 열망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2]의 엎드려 두 

손을 모아 비는 행위를 하는 이모티콘은 사과의 의미를,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토닥이는 행위를 하는 이모티콘은 공감과 위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3]의 

안경을 쓰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음표를 제시한 이모티콘은 지금의 상황이 

의문스러우니 답변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대화행위를 대신한다. 모두 상대방에게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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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체면손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모티콘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행위 기능을 수행하되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모티콘은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 일종의 간접대화행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모티콘은 정보 중심 대화보다는 친교 중심 대화에서 주로 쓰인다. 정보를 

전달할 목적이라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적은 언어표현을 사용하겠지만, 친목을 다지기 

위한 대화에서는 순서교대(turn taking)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좋은 대화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모티콘은 그림이기 때문에 감정 정보는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메시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이모티콘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한 의미가 있는 언어표현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므로 

대화와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한다. 언어적인 답변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정서는 증폭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시킬 

수 있다. 앞에서 들었던 예로, 문자언어로 “싫어.”라고 쓰는 것보다 토끼 캐릭터가 

손바닥을 내미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거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서 거절하는 

자신도 보호하고 상대의 체면도 지켜줄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모티콘이 직접적 표현에 

의한 이해보다 간접적 표현에 의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미지를 

투영하거나 함축하는 과정을 통해 주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3]. 또한 대화 참여자들은 화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모티콘이 공격적인 

언어표현에 의해 발생하는 적대감을 완화하거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표현과 함께 사용한 표정이나 몸짓은 언어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언어표현과 함께 사용한 표정이나 

손짓 때문에 언어표현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한 이모티콘은 언어적 메시지의 의미를 보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사용한 

이모티콘 때문에 언어적 메시지와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를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것보다 의사소통에서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이모티콘의 사용은 의사소통 주체의 이와 같은 다소 

복합적인 의사소통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카카오톡과 같은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이모티콘의 사용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의사소통의 

동기는 문자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과 같은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문자언어로 나타낸 메시지 외에 감정이나 태도,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 사용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비언어 의사소통 연구자들은 비언어라는 것을 

구어(spoken)와 문어(written)를 초월하는 의사소통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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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16]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비언어 신호와 언어 신호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모티콘 사용의 일차적인 동기는 감정 표현이 분명해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이모티콘은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두려움과 같은 기본 감정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다. 이모티콘 사용의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관계 유지 기능으로, 이모티콘은 동의, 반대, 칭찬, 비난, 축하, 사과, 

위로 등의 대화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상대에게 긍정적인 반응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감소시킴으로써 대화 종료 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은 언어적 메시지만큼 명시적인 정보성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는 일종의 간접대화행위 기능을 

한다. 여기에 이모티콘이 가지고 있는 귀여움과 유머 효과 때문에 대화를 즐겁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모티콘을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요소로서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실제 대화 자료를 

수집하여 문자언어와 이모티콘의 사용 양상을 함께 분석하게 되면 이모티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이모티콘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이유와 의사소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이모티콘의 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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