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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KakaoTalk-emoti-
con cognition and understanding in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WDD) 
and normal adolescents (NA). Methods: For survey analysis and two type of emoticon com-
prehension tests, we selected an AWDD group (N= 20) and a NA group (N= 20) who were 
in the same age group. Two types of evaluations were made to assess the understanding of 
the emoticon of the two groups at the AWDD group’s expression language age average 
level. We also asked a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on the use of emoticon for both group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on the perception and usage patterns of the KakaoTalk-emoticons. The re-
sults of two evaluations of the understanding of KakaoTalk-emoticons using auditory and 
visual cues showed that the NA group scored 3.35-3.5 points higher on average than the 
AWDD group.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WDDs to understand and express the correct emotions by providing them with educa-
tion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emoticons.

Keywords: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WDD), KakaoTalk-emoticon, 
Emoticon cognition, Emoticon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

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한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

계적,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라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이들에게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 및 중재 연구 역시 그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을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이들이 인지능력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해 

언어능력에서 양적 및 질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사소

통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평가와 함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

을 역설하고 있다(Jin & Pae, 2014; Kim, Kim, Kim, & Song, 2018).

의사소통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하

는 이모티콘은 감정을 의미하는 ‘emotion’과 유사기호를 의미하는 

‘icon’의 합성어로, 인터넷 문화에서 네티즌들에 의해 활용되면서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방법으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

이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현대사

회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 문화와 모바

일 문화의 발전과 함께 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등장하기 시

작하면서 급격히 성장해 왔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생활에 있어 새로

운 방식의 어휘 사용을 급증시켰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사

소통 양상의 증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An, 2018). 카카오톡은 이러

한 SNS 체제 중 매우 대중적인 스마트폰용 무료 통화 및 메신저 응

용 프로그램으로 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

으로서 자리매김하여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Yo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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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연구로는 이모티콘 사용 양상에 대

한 연구 또는 이모티콘의 기호학적 분석 연구가 대부분이었고(Ahn, 

2014; Yun, 2017), 최근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관

련 연구가 단편적으로 수행되었다. Lee, Kim과 Yeon (2017)이 고기

능 자폐 아동의 화용능력 중재를 위해 이모티콘을 활용하였으며, 

Bae (2014)의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에 제한을 보이는 지적장애 아동

에게 SNS를 활용한 활동을 적용하였을 때 대상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중재를 

활용한 그룹 언어치료활동이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화용능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Song, 2016).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설문과 듣기 

단서, 그림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이모티콘 사용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발달장애 청소년과 생활연령을 맞춘 일반 청소년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2)  발달장애 청소년과 생활연령을 맞춘 일반 청소년은 청각적 단

서 제공에 따른 이모티콘 이해력과 시각적 단서 제공에 따른 

이모티콘 이해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군은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로 진단

받았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생활연령이 만 24세 이하에 해당

하는 발달장애 청소년(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WDD) 20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자가보고 시 언어능

력, 시각 및 청각의 감각, 정서 및 행동과 운동 발달에 있어 문제가 

없는 청소년으로 대상군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청소년(nor-

mal adolescents, NA) 20명으로 구성하였다. 

AWDD 집단의 경우 NA 집단(N=20, 생활연령 평균=19;9, SD=  

1.15)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K시 발달장애인 고등교

육기관(일반대학 과정과 동일한 대학 과정)에 입학한 자로 학력평

가 결과에 따라 동일한 학년체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및 대화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설문지 문항 및 글 이

해가 가능한 학생(N=20, 생활연령 평균=19;9, SD=1.57)으로 선

발하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장애인은 101,175명, 자폐성 장애인은 24,698명

이다. 이 비율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지적장애(intel-

lectual disability) 청소년과, 5명의 자폐성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청소년으로 AWDD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AWDD 집단

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이모티콘 관련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들의 이모티콘 사용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Ahn (2014)의 부록을 참조하여 제작한 뒤 2018년 3월 중

순부터 4월 초순 사이 20개의 문항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후 문항 재조정 과정을 거쳐 총 17문항으로 설문지를 수정·완료하

였다. 설문지 문항의 분류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모티콘 이해력 측정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이모티콘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

해 두 가지 단서(듣기 단서, 그림 단서)를 제공하는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지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 대상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4가지 범주의 감정(희로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o. Chronological 
age (yr;mo)

Degree of  
disability

Language age (yr;mo)

Receptivea Expressivea

  1 19;10 ID level 3 6;0-6;5 9;0-9;5
  2 19;1 ID level 3 10;0-10;5 8;6-8;11
  3 18;9 ASD level 3 12;0-12;5 14;0-14;5
  4 19;9 ID level 3 14;0-14;5 Over 16;0
  5 19;6 ID level 3 10;0-10;5 11;0-11;5
  6 19;5 ID level 2 6;0-6-5 6;6-6;11
  7 19;0 ID level 2 9;0-9;5 8;0-8;5
  8 19;3 ASD level 3 15;0-15;5 11;0-11;5
  9 20;10 ID level 3 4;6-4;11 6;0-6;5
10 20;2 ASD level 3 9;0-9;5 9;0-9;5
11 21;2 ASD level 2 9;0-9;5 7;6-7;11
12 19;9 ID level 3 9;6-9;11 8;6-8;11
13 19;1 ID level 3 10;0-10;5 11;0-11;5
14 20;9 ASD level 3 14;0-14;5 Over 16;0
15 19;9 ID level 2 10;0-10;5 11;0-11;5
16 24;5 ID level 3 Over 16;0 Over 16;0
17 19;8 ID level 3 12;0-12;5 10;0-10;5
18 19;5 ID level 3 13;0-13;5 9;0-9;5
19 19;11 ID level 3 8;6-8;11 7;6-7;11
20 24;7 ID level 2 10;0-10;5 10;0-10;5

Degree of disability= the level of disability in Korea; ID= intellectual disability;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a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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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락)으로 분류하였다. 카카오톡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종류

의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있으며, Table 3에 이를 제시하였다. 이 중

에서 카카오톡에서 공식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는 그래픽형 이모

티콘(기본 이미지 이모티콘 및 플래쉬몹 이모티콘) 각 5문항(총 20

문항)과 텍스트형 이모티콘(한글 ·자모·유니코드 혼합형) 가운데 

각 5문항(총 20문항)씩 수집하여 40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제

작과정의 경우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AWDD 집단의 평균 언어

연령대(10-12세)에 해당하는 일반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18

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 사이 한 평가당 20개의 문항으로 예비연

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희로애락 감정에서 90% 이상 정반응률이 나왔던 

문항을 네 가지 감정당 각 2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 

80%-90%의 정반응률을 보였던 12문항을 혼합하여 본 검사 내용

과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이후 1급 언어재활사 자격소지자 2명의 내

용타당도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듣

기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와 시각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평가 

문항에 각각 예비 1문항을 추가하여 한 평가당 총 21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평가지별로 제공된 단서(듣기 단서, 그림 단서)에 따른 예시문

항은 Figures 2, 3과 같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선발된 AWDD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NA 집단(각 20명, 

총 40명)을 최종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모티콘 설문조사 및 이

모티콘 이해력 평가 2종을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 및 평가는 외부

와 단절되어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Table 2. Questionnaire question classification

Question Criteria

Q1, Q2, Q3, Q6 Frequency of use of KakaoTalk & emoticons
Q4, Q5 Reason for using emoticons
Q7 Types of emoticons used
Q8, Q9 people who talk most often using KakaoTalk & emoticons
Q10, Q11, Q12, Q13 Frequency of using emoticons to convey a particular emotion
Q14, Q15 Purchase of paid emoticons
Q16, Q17 Satisfaction with and willingness to use KakaoTalk & emoticons

Table 3. Types of emoticons provided by KakaoTalk

Emoticon type Example

Text and communication language-type ㅋㅋㅋㅋ, ㅠㅠ, ^-^, @_@, :-P
Image-type  

Flash-type (flash-con)  

Figure 1. Production process of research tools.

Step 3

Preliminary research

Step 1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emoticons by emotion

Image collection of 
KakaoTalk-emoticons

Step 2

Preliminary question  
making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erception and the usage 

patterns of the  
KakaoTalk-emoticon

Emoticon  
understanding test by 
providing listning cues

Emoticon  
understanding test by 
providing picture cues

Step 4

Readjustment of questionnaires and exam papers

Figure 2. Example of an emoticon understanding test by providing listening cue.

The listening 
cues

We decided to go on a picnic tomorrow. But when we heard that  
   it would raining tomorrow from the weather forecast.

Picture of 
question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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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actors preventing the use of emoticons in KakaoTalk.
AWD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 normal adolescents.

20

15

10

5

0

 AWDD NA

Because it interferes with communiting my opinion
It’s annoying to use it
It’s not fun

Do not use it around
Other reasons

Figure 6. People who talk most often in KakaoTalk (included overlapping answers). 
AWDD=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normal adolescents.

20

15

10

5

0

 AWDD NA

Families and relatives
Seniors and juniors at school
Friends

Teacher
Romantic partner
Other people

Figure 7. People who send most often in KakaoTalk (included overlapping an-
swers).
AWDD=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normal adolescents.

20

15

10

5

0

 AWDD NA

Families and relatives
Seniors and juniors at school
Friends

Teacher
Romantic partner
Other people

Figure 3. Example of an emoticon understanding test by providing picture cue.

Picture of 
question

①

②

③

④

Figure 5. Factors that using emoticons in KakaoTalk.
AWDD=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normal adolescents.

20

15

10

5

0

 AWDD NA

Using to convey my opinion
I like the character of KakaoTalk
To relieve boredom

For fun
Because other people use them
Other reasons

마주보고 앉아 실시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문항의 경우 추가로 심층 면접을 가져 대상자들의 응답을 받았다. 

그림 단서를 제공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와 설문조사는 개별로 

답안지와 설문지를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듣

기 단서를 제공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는 평가자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각 문항의 그림보기를 제시하면서 특정 상황을 들

려준 뒤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받아 적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녹화를 통해 보조적 기록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가 끝

난 후에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총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4.0 (IBM, Armonk, NY,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에 2종류의 단서를 제공한 이

해력 평가 결과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의 

평가점수 결과를 수치화한 다음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 점수에서 이모티콘 문항에서 감

정유형 및 형태에 따른 응답 비율을 알아보고자 Fisher의 정확 검

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이모티콘 사용 실태 및 양상 

AWDD 집단과 NA 집단(각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모티콘 사용 양상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Figures 4-7과 같이 유사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나

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는 항목을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은 1순위로, 일반 청소년 집단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

택하였다(Figure 4).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두 



https://doi.org/10.12963/csd.19582 http://www.e-csd.org    65

발달장애 청소년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연구  •  김화수 외

집단 모두 ‘나의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려고’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Figure 5).

Figure 6은 누구와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

답을 나타내며, Figure 7은 누구에게 대화할 때 이모티콘을 가장 많

이 전송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두 집단 모두 친구와 대화

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모티콘의 사용량도 

이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듣기 단서와 그림 단서 

제공에 의한 이모티콘 이해력 비교

집단 간 이해력 평균점수 비교

두 집단별로 두 가지 단서 제공에 따른 이해력 평가 점수들을 독

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ures 8, 9와 같다. 듣기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에서 AWDD 집단의 평균은 15.80 (SD=1.79),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NA 집단의 평균은 19.15 (SD= 0.67)로, NA 

집단보다 AWDD 집단의 이모티콘 이해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t= -7.819, p< .001), 그림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 

시, AWDD 집단의 평균은 15.95 (SD=2.16),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NA 집단의 평균은 19.45 (SD= 0.60)로, 듣기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AWDD 집단의 이모티콘 이해력이 NA 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6.967, p< .001).

듣기 단서를 제시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 내 4가지 감정별 

정반응률 비교

이모티콘의 4가지 감정 범주와 관련하여 듣기단서를 제공한 이

해력 평가점수의 경우, 이모티콘의 이해력 평가점수에 이모티콘의 

감정형태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AWDD 집단 

구성원의 이해력 점수 분포가 5점 미만의 경우로 나타난 경우가 많

아,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기쁨(χ2 =15.734, 

p= .000)’, ‘노여움(χ2 = 9.591, p= .005)’, ‘슬픔(χ2 =15.205, p= .001)’ 

감정에서는 AWDD 집단이 NA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이해력 점

수가 낮았다. ‘즐거움(χ2 =4.217, p= .232)’ 감정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듣기 단서를 제시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 내 3가지 형태별 

정반응률 비교

이모티콘의 3가지 형태 범주와 관련하여 듣기 단서를 제공한 이

해력 평가점수의 경우 이모티콘의 4가지 감정 범주와 관련한 분석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미지형(χ2 =12.248, p= .007)’, ‘플래시몹

형(χ2 =7.598, p= .039)’, ‘문자 ·통신언어형(χ2 =21.692, p= .000)’ 문

항 모두 NA 집단이 AWDD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단서를 제시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 내 4가지 감정별 

정반응률 비교

그림 단서를 제공하는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도 문항이 

나타내는 4가지 감정 범주가 대상군과 대조군의 정반응률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기쁨(χ2 =16.303, p= .000)’, ‘슬픔(χ2 =17.942, p= .000)’, ‘노여

움(χ2 =18.309, p= .000)’, ‘즐거움(χ2 = 9.394, p= .003)’에 해당하는 

모든 감정에서 NA 집단이 AWDD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고, 이는 유의미하였다.

그림 단서를 제시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 내 3가지 형태별 

정반응률 비교

그림 단서를 제공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 문항이 나타

내는 이모티콘의 3가지 형태 범주에 따라 대상군 및 대조군의 정반

응률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Fisher의 정확 검

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미지형(χ2 =8.256, p= .024)’, ‘문

Figure 9. Comparison of emoticon comprehension score by picture cue. 
AWDD=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normal adolescents.

25

20

15

10

5

0

 AWDD NA

Understanding score by picture cue

15.95 19.45

Figure 8. Comparison of emoticon comprehension score by listening cue.
AWDD=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normal adolescents.

25

20

15

10

5

0

 AWDD NA

Understanding score by listening cue

15.80 19.15



https://doi.org/10.12963/csd.1958266    http://www.e-csd.org

Wha-Soo Kim, et al.  •  A Study on Using Emoticon of AWDD

자 ·통신언어형(χ2 =23.635, p= .000)’에서는 NA 집단에 비해 AWDD 

집단이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으나, ‘플래시몹형(χ2 =2.161, p= .492)’ 

문항에서의 두 집단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점수

분포 결과 중 문자 ·통신언어형 이모티콘 문항의 경우, AWDD 집

단이 NA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점수분포를 나타냄과 동시

에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에 비해 발달장애 

청소년이 문자 ·통신언어형 이모티콘을 이해하기 더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

해 이들의 이모티콘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으

며,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들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이모티콘 이해력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 청소년과 그 차이

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이모티콘 사용 실태 및 양상 

첫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두 집

단 모두 ‘나의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려고’라는 항목을 가

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Park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Park (2005)은 이모티콘이 글쓴이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보는 상대의 감정을 직접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호적이며, 

온라인 대화에서 상대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텍스트에 감정을 부여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관계에 보다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에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었을 때, 두 집단 구성원 모두 ‘친구’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화자가 의사소통하는 상대

와 정서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도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주

장을 제기하였던 학설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Hwang & Park, 

2008; Philippot & Feldman, 2004). 발달장애 청소년에게는 이모티

콘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

로 중대한 것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발달장

애인들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언어나 이

모티콘으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의사소통 중재

의 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의 주요 시사점

듣기 단서를 제공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듣기 단서를 제공하여 실시한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를 분석

했을 때, 일반 청소년이 발달장애 청소년보다 3.35점가량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이는 유의하였다(t= -7.819, p< .001).

오류를 보인 해당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응답한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각 문제가 나타내는 감정

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단지 이를 의미하는 이모티콘의 형태 

및 모양을 바르게 변별하지 못해서 오답을 보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오류는 전체 오답률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폐 또는 지적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기본 정서의 변별

에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인다는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달리 자폐아

동의 정서 이해 및 지각을 다루었던 몇몇의 연구결과는 자폐아동

이 얼굴 표정을 통한 기본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Choi, 2005; Kim, Kim, & Lee, 2013). 본 연구의 대상이었

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감정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는 사실은 특정 상황을 감정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

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행복과 슬픔을 인식하는

데 있어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예측하였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Baron-Cohen, Spitz, & Cross, 1993).

그림 단서를 제공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그림 단서 제공에 따른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일반 청소년이 발달장애 청소년보다 3.5점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6.697, p< .001).

오류 문항을 보였던 해당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응답 이유와 

실제로 문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는 듣기 

단서를 제공한 이해력 평가 결과의 오답유형과 동일한 원인으로 오

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자 중,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피험

자 10번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예: 토끼)가 포함된 보기가 

포함된 문항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무지(캐릭터)에요.”라고 말하

며, 토끼 그림이 들어간 보기나 정답만 선택하여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피험자의 취득점수에서 오답이었던 문항이 10문제 중 

5문제에 달하였다. 또 다른 피험자 8번의 경우에는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단서 제공에 따른 문항의 경우 20

점 중 19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반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발달장애 청소년

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SNS상의 정서를 표현하는 대화 상황 및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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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비언어적인 도구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이해

하는 것에서 점수는 낮게 측정되었으나 발달장애 청소년들 개인 간

의 차이가 오히려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정 범주에 의한 두 가지 단서 과제에서 이해력 평가

듣기 단서와 그림 단서를 제시한 이해력 평가 결과들이 이모티콘

이 나타내는 4가지 감정(희로애락) 종류에서 대부분의 감정에서 발

달장애 청소년들이 더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다. 두 가지 단서를 통

한 이해력 평가들의 결과에 있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오반응률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던 이유는 앞서 이해력 결과 분석 내용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모티콘의 형식과 그에 맞는 어휘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적장애 아동의 표현언어의 발달이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과 

유사하더라도 10세 이후가 되면서 비장애 아동들과 질적으로 다

른 언어 발달 형태를 보인다고 밝혔던 Kim (2010)의 연구결과와 함

께 초기 언어 발달에 있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전형적인 발

달을 하는 아동들의 발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기는 하지만 느

린 발달 경로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가설 내용을 본 연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Boudreau & Chapman, 2000). 즉 본 연구

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여전히 의사소통에서 발

달이 느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형태 범주에 의한 두 가지 단서 제공에 따른 이해력 평가

듣기 단서와 그림 단서를 제시한 이해력 평가 결과들을 이모티콘

의 형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이미지형 이모티

콘에서 정답률이 높았고, 장애로 인해 정반응률이 영향을 받는 것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의 두 가지 단서 과제의 이해력 평가에서 35점 미만으로 낮은 점수

가 나왔던 문항의 유형들을 보면 전체 오답률을 나타냈던 문항의 

83.33%가 문자 ·통신언어형 이모티콘 형태였다. 일례로 발달장애 

청소년 피험자 6번의 경우 문자로 이루어진 4문항이 모두 오답이었

지만 이모티콘의 형태가 이미지형이거나, 플래시몹형인 문항이 주

어졌을 경우에는 모두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

은 감정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이모티콘 형

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타유형에 비해 문자 ·

통신언어형 이모티콘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Jeon (2012)은 지적장애 아동에게 그림카드와 퍼즐식 그림카드

를 이용한 언어 중재를 제공하였을 때 지적장애 아동의 수용어휘

력 향상에 유의미하게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는 언어 중심적인 방법에 의해 기억을 유도하는 메시지 활용보다 그

림을 통해 정보를 직접 인식하고 지각의 장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향상 관련 중재를 제공할 때는 문자형 이모티콘

보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두 가지 단서 제공을 통한 평가로서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양상과 이들

의 이모티콘 이해력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발

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이모티콘 표현력에 대한 평가 및 의사소통 양

상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의 이모티콘 표현력과 

감정표현 양상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중 장애군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한

정되어 있고, 각 집단을 대표하기에 인원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AWDD 집단과 대조군인 NA 집단 간 유사한 학

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의 언어연령 평균에 차이가 존재하

더라도 해당 생활연령 대에서 요구되는 학습능력 및 생활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연령 평균만 일치시켜 실험을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군 및 대조군의 구성을 확대하고, 언어연령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들 내에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간 차이를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이모티콘의 종류 및 형태에서 한

계가 있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 및 문자형 이모티콘

을 최대한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유료 이모티콘은 다뤄지지 못

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와 많은 수의 이모티콘을 균등한 비율로 조

절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사소통을 연

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청소년 및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중재의 기초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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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발달장애 청소년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연구

김화수1·신수연2

1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한 인식 및 사용양상과 이모티콘의 이해

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평균 수준에 맞게 이

모티콘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 2종을 제작하였고, 대상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청소년 집단을 선별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사용 관련 설문조사와 두 가지 단서 제공에 따른 이모티콘 이해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 카카오톡 이모

티콘에 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듣기 단서와 그림 단서를 

각각 제공하였던 두 가지 방법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는 두 평가 결과 모두 20점 만점 기준으로 일반 청소년 집단

이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보다 약 3.35-3.5점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두 가지 단서 제공에 따른 이모티콘 이해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이모티콘을 구성하는 4가지 감정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감정에서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이해력이 일

반 청소년 집단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모티콘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해력 평가 결과들을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이미지형 이모티

콘이 사용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라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모티콘을 활용한 이해 및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핵심어: 발달장애 청소년,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해력, 의사소통

본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본 연구는 제2저자의 2019년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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