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7.17.09.184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라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Communication Functions in Mobile Messenger Emoticons

-Focus on Line Messenger-

김호

한밭 학교 시각디자인학과

Ho Kim(emailhokim@hanbat.ac.kr)

요약

스마트폰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  스마트폰의 모바일 메신  기능은 가

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서비스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시 의 커뮤니 이션은 문자 메시지와 비언

어  감정표 의 수단인 이모티콘(Emoticon)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언어  수단인 이모

티콘을 통한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스콧 팔먼의 텍스트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그래픽 

이모티콘으로 발 되었고, 효과음,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재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하

고 있다. 다양한 회사들이 이모티콘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그  표 인 (주)라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모티콘의 개념, 유형, 발 과정, 콜라보 이션을 비롯한 캐릭터 상품화 등을 분석해보았다. 라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이모티콘 캐릭터의 문화컨텐츠로서의 발 방향과 지향 에 해 고찰해본다.

■ 중심어 :∣이모티콘∣캐릭터∣메신저∣콜라보레이션∣ 
Abstract

Smartphone has become a part of many people’s daily lives. The mobile messenger function 

on the smartphone in particular is the most frequently used services. The mobile communication 

tool in the age of digital media can be classified into two big categories: text messages and 

emoticons, the non-verbal expression tool of one’s emotions. This thesis has studied the mobile 

communications made by the non-verbal tool of emoticons. The history of emoticons traces back 

to the text-based emoticon created by Scott Fahlman, from which graphical emoticons were 

developed and the sound and animation effects have been added. Many people use emoticons and 

diverse companies are developing the tool. In this study, the representative emoticon 

development case of Line Co., Ltd. is analyzed to see the concept, types, development process, 

collaborations and merchandising of the emoticons. Based on the case of Line, the development 

orientation and direction of domestic emoticons will be discussed to be culture contents. 

■ keyword :∣Emoticon∣Character∣Messenger∣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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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커뮤니 이션 방식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커뮤니 이션 방식은 이메일, 메신

, SNS(Social Network Services)등 다양하게 환되

고 있다. 인간은 구나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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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를 표 한다. 그러나 언어 이외에도 표정, 몸동

작 등을 통해 보다 더 구체 인 의미를 달하기도 한

다[1]. 언어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사람과 사람간

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표 방식 한 계속 으로 

진화한다. 한편 속어와 문어의 지속 인 생성과 비슷

한 언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합성어가 발생함으

로써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즉 커뮤니 이션

의 역할은 사람간의 교류와 교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의 계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90년  반에 일발 PC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 공간에서 메신  서비스를 통해 문자  이

모티콘과 같은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증가하기 시작

했다. 2000년  스마트폰이 본격 으로 화가 된 이

후에 스마트폰 어 인 무료 모바일 메신 의 사용이 늘

어났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커뮤니 이션이 활발해

졌다. 특히 SNS사용자들이 문자 메시지로 왜곡 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모티콘으로 체함으

로써, 감성  의미 달의 매개체로 이모티콘이 사용되

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화는 얼굴을 면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만으로 표 되는 부분

이 제한 이고, 세 한 감정 달이 어렵다. 상징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온라인상의 

화의 한계를 이모티콘이 보완해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자로 길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 하는 번거

로움을 덜어 짧고 간결하게 감정과 의사를 달할 수 

있다. 문자를 핸드폰으로 을 때 문자 자 을 조합해

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이모티콘을 사

용함으로써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요즘은 기존에 으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이

용한 이모티콘과 함께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를 제작하

는 추세이다. 한 친구 간, 이성 간의 화에 맞도록 

스토리를 갖춘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이모티콘의 사용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언어

로서 굳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기의 이모티콘은 문

자기호 형태로 구축되었지만, 재는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발사들은 단순

히 이모티콘 개발에 멈추지 않고, 이모티콘에 사용된 

캐릭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

이다.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

재된 가장 보편 인 감성을 이끌어내면서 보다 즉흥

으로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내시장에서는 2개 회사의 유사한 성공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주)카카오에서 출시한 카카오톡(Kakao 

talk)과 (주)네이버에서 출시한 라인(Line)이 그 에 

해당한다. 두 가지 유사한 사례  라인을 심으로 이

모티콘을 사용한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  시장을 

미리 선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은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인 일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라인은 

인 메신 로 자리매김 하 고, 이러한 열기는 국, 

태국, 동,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라인의 해외 진출

로 해외 사용자가 격히 늘게 되면서 로벌 랜드로 

거듭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라인의 메인 캐릭터들  

선호도가 많은 라운(BROWN), 코니(CONY), 샐리

(SALLY), 문(MOON), 제임스(JAMES), 드

(LEONARD) 이모티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   방법에 해 살펴보

고, 제 2장에서는 이모티콘의 개념과 특징을 통해 과거

로부터 재까지 이모티콘의 발  과정에 해 기술한

다. 제 3장에서는 국내 라인 메신 의 이모티콘의 발

양상에 하여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라인 이모티콘이 

회사의 정체성을 신해 친근감으로 에게 새로운 

사업으로 용된 표  사례를 연구 · 분석한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모티콘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모티콘의 개념과 유형

요즘 한민국의 은 세 들이 카페나 공공장소에

서 스마트폰 문자와 이모티콘을 겸해 서로의 생각을 주

고받으며 화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은 세

가 화보다 문자나 이모티콘을 훨씬 편하게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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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모티콘을 문자와 함

께 사용하는 이유는 개성이 강한 캐릭터를 이용해 문자

로 표 하기 힘든 긴 한 의사소통을 이모티콘 메시지

로 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이모티콘(Emoticon)은 어의 감정

(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컴퓨터나 휴  

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 문

자로 감정이나 느낌을 달할 때 사용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일명 ‘그림말’로 순화하여 사용되는 이모티

콘은 문자를 이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칭한

다[2]. 

그림 1. 스콧 팔먼의 초기 이모티콘(1982)[3]

[그림 1]과 같이 이모티콘은 최 로 1982년 미국 카

네기멜론 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스콧 팔먼(Scott 

Elliott Fahlman, 1938 ~ )이 처음 사용했다. 학과 인터

넷 게시 에서 사용자들의 문장 뉘앙스에 의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자, 이에 팔먼 교수는  코 입을 형상화

한 ‘농담’ 이란 뜻의 “:-)” 과 ‘농담 아님’ 이란 뜻의 “:-(” 

두 가지 표시를 제안하 다. 재는 코 부분이 사라진 

“:)” 과 “:(” 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3].

그림 2. 이모티콘의 유형

[그림 2]와 같이 스콧 팔먼 이후로 텍스트 이모티콘

은 각 나라별로 개발되면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다양

한 형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이스라엘의 미라빌

리스(Mirabilis)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최 의 인스턴

트 메신 인 ICQ(“I Seek you”)를 출시하게 되었다. 

1999년 일본 통신사 NTT 토코모(NTT DoCoMo)는 디

자이 인 구리타 시게타가(Shigetaka Kurita, 1972 ~ )

가 개발한 유니코드 체계를 이용해 제작한 그래픽 이모

티콘 이모지(Emoji)를 내수 시장용으로 개발하 으며, 

이는 곧 애 (Apple)과 구 (Google)에서 이모지를 지

원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용이 세계 으로 확산되었다. 

1999년에는 니콜라스 루 라니(Nicolas Loufrani, 1971 

~ )가 아스키(Ascii)이모티콘의 빠른 성장에 응하는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고자 하 다. 그는 .gif 일로 

스마일리(Smiley) 얼굴모양의 그래픽 이모티콘을 제작

하 다. 한 일반 퍼스  컴퓨터(PC)가 보 되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이 화됨에 따라 애니메이션과 음향

효과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이 개발되었으며, 

1999년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 트(Mircrosoft)사에서 

엠에쓰엔(MSN) 메신 를 개발하며 그래픽 이모티콘 

서비스를 시작하 다. 2002년에는 (주) SK 커뮤니 이

션즈에서 네이트온(Nate On) 메신 를 출시하 다. 네

이트온에서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인 래쉬콘을 새롭

게 선보 다. 2010에는 (주)카카오에서 모바일 무료메

신 인 카카오톡이 출시되었고, 2011년에는 (주)네이버

에서 라인 메신 를 내놓았다. 이 게 다양한 회사의 

출 으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메신  서비스에 포

함시키게 되었다.

그림 3. 국내 메신저 17년 흥망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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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라인 이모티콘의 발전양상

국내 시장에서는 2개의 회사의 유사한 성공사례를 찾

아 볼 수 있다. 2010년에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서비

스를 시작한 카카오톡과 2011년에 시작된 라인의 사례

가 그 이다. 재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라인은 ‘스

티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라인 메신 는 네이버 

계열사인 NHN Japan에서 개발하여 2011년 6월 23일 

첫 선을 보인 이후로, 2015년 말  가입자 수가 일본, 

국, 만 등  세계에서 10억 명을 돌 하 다[5]. 라

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모티콘인 라인 즈 

캐릭터는 라운(BROWN), 코니(CONY), 샐리(SALLY), 

문(MOON), 제임스(JAMES), 드(LEONARD), 제

시카(JESSICA), 부장님(BOSS), 에드워드(EDWARD)

가 있다. 2016년에는 라운의 동생 코(CHOCO)와 

그의 남자친구인 팡요(PANGYO)가 출시되었다. 인기

가 좋은 라운, 코니, 샐리, 문, 드, 제임스는 온·오

라인 팝업스토어에서 패션잡화, 리빙웨어, 자기기, 

문구류, 식·음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매되

고 있다. 라인 이모티콘이 다른 모바일 메신  이모티

콘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

형 이모티콘을 제작한다는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을 반 한 스토리를 이모티콘화 시킨 문의 백수탈출

기, 문의 학교 생활, 직딩 문 리의 분투기, 샐러리맨 문

리, 직장 여성코니의 회사 생활 등이 있다. 이는 사용

자가 일상생활이 투 된 이모티콘을 통해 동질감을 느

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 으로 표 하

는데 의의가 있다.

이모티콘은 스마트폰 내에 소비자들이 개성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더욱 발 하

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캐릭터  기호에 맞는 캐릭터

를 선택․구매하여 메신 를 통해 자신을 표 한다. 라

인은 5000여개의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으며 그  에 

언 한 라인 즈 캐릭터들이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세 들의 성장으로 키덜트(Kidult)가 증가

함에 따라 캐릭터 시장에 향을 미치고 있다[6]. 캐릭

터는 더 이상 아이들의 유물이 아니라  세 를 아

우르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오 라인 라인스토

어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친구, 연인 등 각계각층

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동심의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어른들이 주 소비층인 것이

다. 키덜트들은 라인캐릭터를 통해 실 세계를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표 1. 라인의 연혁

년도 설명

2011 2월에 네이버톡 서비스 출시함.

2011 6월에 라인 메신저 서비스 출시함

2012 라인프렌즈 인형 출시, 및 스티커샵 오픈함.

2013
일본에서 라인타운(Line Town) 애니메이션 첫 방영함. (우리
나라는 2014년 방영함.)

2015 라인프렌즈 가로수길 및 이태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함.

2016
새로운 캐릭터 ‘초코’ 및 ‘팡요’ 출시함.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 주식 상장함.

감정은 주 이고 상 인 지극히 개인 인 범주

로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고 여겨 질 수 있다. 한 

감정을 표 하는 것은 술가나 작가의 역으로 일반

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

인이 매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표정, 언어, 몸짓 등으로 

표 되고, 특히 얼굴표정에 직 으로 나타난다. 얼굴

에 나타난 표정은 감정의 직  표 이며 커뮤니 이

션의 수단이 된다. 언어로 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서 

상 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 표정에

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언어로 달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모티콘에서는 부분 인간의 표정을 기본으로 설

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만을 주고받은 단순한 형태에

서 이모티콘으로 감정이입하여 화하는 형태로 발

되고 있다. 비언어  메시지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질 수 있지만, 보편 인 감정 표 은 민족, 문

화, 국가를 막론하여 유사성을 띈다. 

미국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분야의 석학인 폴 에

크만(Paul Ekman: 1934 ~ )은 1960년 후반에 오지의 소

수민족을 찾아다니면서 진행한 연구를 통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들은 나라와 문화권에 상 없이 인간이 

가진 보편성에 의한 행 라는 것을 알아냈다. 즉 인간

은 보편 인 감정을 타고났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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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보편 인 감정을 총 6가지로 구분하 고, 따

라서 행복(Enjoyment), 슬픔(Sadness), 오(Disgust), 

놀라움(Surprise), 분노(Anger), 두려움(Fear)의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7]. 

기 라인 이모티콘을 살펴보면, 그 역시 메인 캐릭

터의 의인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친근하고 직  커뮤

니 이션이 가능 하게끔 설정하 다. 즉, 사용자들이 모

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 인 감정 표 의 이모티콘이 

사용된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라인의 기 이모티콘 

설정은 폴 에크만이 언 한 6가지 감정을 고르게 나타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행복, 슬픔, 오, 놀라

움, 분노, 두려움과 같은 인간이 공통 으로 느끼는 자

연스러운 감정들을 캐릭터를 통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모티콘은 사용자들로 하여  공

감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 화에서 사용 빈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재 감정을 말 보다 

캐릭터를 이용하면 상 방에게 오히려 정확한 표 을 

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 초기 라인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기호학  기능, 양태  기능, 감성  기능 

등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기호학

 기능이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추상 인 개념을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태  기능이란 문자와 함께 

사용되어 부차 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 감성  기능이란 단순 언어가 표 하지 못하는 감정

과 언어의 행간 달을 의미한다[8]. 

의 3가지 기능을 라인 이모티콘에 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를 살펴보면, 라인의 기호학  기능은 일

반 인 이모티콘의 사용으로 감정의 추상  느낌을 사

용자에게 달하는 기의 그래픽 이모티콘 범주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라인의 양태  기능은 그래픽 이모

티콘에 말풍선 는 자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보

다 더 정확한 메시지 달이 가능토록 한다. 라인의 감

성  기능은 애니메이션 는 효과음을 활용함으로써 

메시지를 공감각(共感覺) 으로 달하는 것으로써, 이

는 양태  기능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그림 5. 라인 이모티콘의 비언어적인 요소

라인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호학 , 양태 , 감

성  기능에 더욱 직 이고 세 한 커뮤니 이션을 

해 새로운 시도를 하 다. [그림 6]과 같이 라인은 이

모티콘에 오락 인 요소를 추가하여, 기존의 인기 드라

마 는 동화 모티 를 통해 색다른 이모티콘 유형을 

재창조했다. 기존의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스토리텔링

을 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감정 표 을 가능토

록 하 다. 최근에는 1974년에 제작된 일본의 표 인 

캐릭터 헬로키티와의 콜라보 이션 이모티콘을 선보

다. 일본을 표하고 있는 헬로키티와 라인 캐릭터의 

귀여움을 부각시켜 같은 선상에 있는 느낌을 주게 하

다. 이는 라인 캐릭터의 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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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새로운 모티브의 라인 이모티콘

IV. 라인 이모티콘에서 브랜드로의 확장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

는 사회  존감(Social Presence)은 사용자가 상 방

과 함께 있음을 지각 으로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며 상

방에 한 인간의 간극을 여 정서 , 인지  근

성을 느끼게 해 다[9]. 즉 이모티콘 사용을 통해 사

용자들이 정서  유 감  친 감을 느끼게 하여 마치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한 캐릭

터 자체로서 랜드 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라인은 자사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나 타 업체

와 콜라보 이션으로 제작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게 

어필시키고 있다. 라인은 이모티콘의 인기를 연계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다. 총 100화로 구성된 TV 시리

즈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라인타운(Line Town)』

으로 2013년에 방 하 고, 한국에서는 디즈니채 을 

통해 2014년에 방 하 다. 애니메이션 콘텐츠나 고 

캐릭터는 이성 으로 는 감정이입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커뮤니 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강한 

호소력을 기반으로 하여, 과 쉽게 친화되며 오래 

기억되도록 한다[10]. 그 결과 라인 캐릭터는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고,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블

로그, 게임, 등과 같은 서비스와 연동 는 콘텐츠 개발

로 캐릭터 활성화를 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캐릭터 상품화 기능이란, 캐릭터 그 자체보다 캐릭터

가 상품과 결합하여 친근감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도록 하여 상품의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을 말한다[11]. 이는 곧 OMSU(One Source Multi Use)

와 같이 하나의 소재를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여 원천 

콘텐츠의 경제  효율성을 극 화시키는 것이며, 미디

어와 콘텐츠를 연계시키며 캐릭터 자체가 랫폼이 되

는 상을 만들었다[12]. 

그림 7. 캐릭터 산업 수출액 및 매출액 현황[13]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캐릭터 산업의 규모는 9

조원 가량으로, 키덜트(Kiaudult)문화와 더불어 성장하

면서, 캐릭터와 콜라보 이션 한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에 캐릭터 상품화 매장인 

라인 즈 온·오 라인 매장을 열었고, 2017년에는 한

국을 포함해 국, 일본,  태국 등 9개국 22곳에 라인

즈를 개장하 다. 그리고 매장 안에 카페를 운 하

여 꾸 히 라인 캐릭터를 노출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7월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아시아 캐릭터 랜드 

에서는 처음으로 정규매장을 열었다. 라인 사용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국·내외 유명 랜드와 제휴를 통해 제품군을 확장

하고, 리미엄 콜라보 이션(Premium Collaboration)

통해 제품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랜드 인지도를 정

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콜라보 이션은 서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같이 일하거나, 서로 긴 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14]. 우리 나라 에서는 

부분 캐릭터 제품의 제조사들이 노출되어있어, 제작 

여건만 충족된다면 사용자들도 직  제품 제작이 가능

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라인

즈는 타 랜드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해 ‘ 리

미엄 콜라보 이션’을 진행하 다. 써모스, 뮬라,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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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스킨에 이어 미피 조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회사 미

스터 마리아(mr.maria)와 콜라보 이션을 하여 라운 

조명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필란드를 표하는 통 

도자기 회사인 아라비아 핀란드(ARABIA FILAND) 머

그컵을 출시하 고, 미국 비츠 바이닥터드 (Beats by 

Dr. Dre)와 와이어리스 라인스페셜 에디션 해드셋을 출

시하 다. 라인 메신 는 자사의 메신 에서 이모티콘

을 무료 배포하여 사용자들에게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

이며, 캐릭터 상품을 통해 오 라인 용 매스토어를 

O2O(Online to Offline)유통 시스템으로 구축하 다.

그림 8. 라인프렌즈 프리미엄 콜라보레이션

 

2016년 애니메이션에 소리를 목한 형태의 애니메

이션 이모티콘을 출시하 다. 이는 캐릭터의 동작과 소

리가 결합되어 시청각을 통한 감정표 을 시도한 것이

다. 최근에는 라인 즈를 테마로 한 힙합과 캐릭터를 

조합한 의류 랜드 PLF를 론칭하면서, 비트 라운 믹

스테잎인 무음 반주 MR을 출시하 다. 기존의 네이버 

페이(N-Pay)와 우리나라 최  인터넷 은행인 이뱅크

(K-Bank)가 공동 로모션하여 인기 라인 캐릭터가 디

자인된 체크카드를 선보이기도 하 다. 

표 2.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의 활용 현황

유형 세부유형

애니메이션 라인타운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라인레인저스, 라인팝, 라인버블, 라인 파이터즈, 라인 
토이즈, 정글브라운

음악 비트브라운 믹스테잎 출시함.

문구 라미, 몰스킨, 파버카스텔, 북바인더스

식·음료 
파리바게뜨, 켈로그, 베스킨라빈스, 카페베네, 삼립, 
CU, 이마트, 조지아

패션잡화
Vans, 유니클로, Dabbawalla, 헬리녹스, 이스코, 쌤소
나이트 및 푸시버튼과 협업으로 자체 PLF 브랜드 론칭함.

리빙웨어
뮬라, 구스타프베리, Mr. Maria, 아라비아핀란드, 써모
스, 모슈,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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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모티콘은 웃는 모양, 우는 모양과 같이 사람을 의

인화한 형태의 특수문자 조합으로 시작되어, 그래픽 이

미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어 움직임과 소리 기능이 

더해지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 달을 가능  하 다. 

더욱이 이모티콘을 클릭했을 때, 체화면으로 이미지

가 확 되면서 기존의 정형화된 임 구도가 확장되

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재 라인 메신 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이모티콘은 과거 텍스트 이모티콘에 비해 

국가, 지역, 언어  문화  차이에 상 없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요인이 이모티콘

에 투 되어 있다. 한 이모티콘을 통한 캐릭터 상품

화를 통해, 라인 랜드의 차별화와 감성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캐릭터가 자체가 랜드로 탈바꿈하게 되

었다. 결국 양질의 캐릭터 상품화는 우수한 랜드를 

자생시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아울러 많은 부가 가

치  요소를 발생  하여 회사 자산으로서 랜드가치

가  증 되어가고 있다. 라인 즈 스토어가 치

한 곳은  세계 으로 근성이 좋은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들이며, 캐릭터 상품의 매 뿐 아니라 카페를 통

해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골든

튤립엠서울 호텔은 라인과의 콜라보 이션으로 호텔 

속에 라인캐릭터를 모티 로 공간을 재창조하 다. 라

인 즈가 도심 속에서 새로운 문화 트 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

고, 독립 인 문화산업으로 정착하는 사례를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한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와 문화  

수 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키털

트 사용자들의 증가는 랜드에 한 소비자의 충성도

와 소장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근 ‘카카

오 즈’, ‘라인 즈’ 등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으며 

캐릭터 산업 자체도 크게 성장하 다. 소비재 련 업

계에서도 이를 극 활용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  방식은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제품에 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소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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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채 에 이용할 경우 

추가 인 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이모티콘 마 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망된다[15]. 

앞으로도 이모티콘이 모바일 메신 에 비언어  소

통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

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 

제작과 그로 인한 커뮤니 이션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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