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적 방안* 

한성일* 

1. 머리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의사소통의 양식을 크게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표현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의사소 

통이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단선적인 방식이었다변 

인터넷올 통한 의사소통은 단순한 수용과 전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상호 

주체와 동시성올 강조하는 다선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 

고1 사랍들에게 글쓰기의 기회률 더욱 많이 제공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에 개인이 글을 쓸 기회는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 

터넷의 동장으로 사랍들은 전자 우편올 통해 편지를 주고 받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방에서 다양한 계충의 사람들과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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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 이야기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랍들은 자신의 생 

각과 감정올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안터넷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올 표현하는 능력은 기존의 의사소 

통에서 요구하는 표현 능력과는 다르다. 그것은 하이퍼텍스트(hπg없t)l) 

가 음성과 문자 그리고 기호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능력올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표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 

지 하이퍼텍스트의 표현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활 수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하이퍼텍스트 표현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은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로 이것 역시 대부분 대화방 언어에 집중되어 

었다. 그리고 주로 음운， 표기， 어휘 차원에서 통신 언어의 특성올 고찰하 

고 발생 원인올 규명하는 연구， 언어 규범의 파괴와 언어 폭력의 문제점 

을 제시한 연구， 이러한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어 

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올 제시하는데 초점올 맞춘 연구 둥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에 대한 연구는 대화방 언어의 

문제점올 제시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고 새로운 표현 방식올 통한 표현 

능력의 배양과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이라는 표현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 표현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법올 구 

안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일환으로 하이퍼택스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대 

화방 대화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2장에서는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문제점들올 기술하고자 한다. 

1) 하이퍼헥스트란 개인 혹온 여러 명이 공동으로1 핵스트률을 다양한 링크로 연결함 

으로써 구성되는， 다양한 정로의 자유로운 네바게이션이 가능한 비션형적 헥스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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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거나 제안되고 있는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용올 고찰하고자 한다. 학위 논문 둥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신 

언어 사용과 관련된 국어 교육적 방안올 검토한다. 또한 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목인 ‘국어생활’과 ‘작문’ 교과서에 반영된 컴퓨터 대화방의 표 

현 교육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 

서는 2장과 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용 

과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올 하고자 한다. 

2.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문제점 

1) 익명성 

컴퓨터 대화방의 대화자들은 일상적인 연대면 대화와는 달리， 대화 상 

대방의 외모에서부터 성별 연령 직업 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 

서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대화방의 표현 양상에 커다란 

영향올 미쳐 면대면 대화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 양상을 만들어 내 

고있다. 

첫째， 익명성은 자신의 생각올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신 

의 신분이 노출되는 면대면 대화에서는 지휘의 높고 낮음 둥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컴퓨터 대화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 

할 수 있다. 솔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세계에서의 대화 참여자들 

은 초면에는 서먹함을 갖게 되는 면대면 대화와는 달리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올 갖는다. 실제로 대화방에서는 서로 소개만 하고 나이 차가 

적으면 곧장 말올 놓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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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익명성온 아바타<avatar)2l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냈다. 아바 

타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한 것이다. 자신올 드러내고 자신올 멋지게 꾸며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감은 고양되고 보다 잘 꾸미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 

다. 또한 서로의 아바타를 두고 좋은 접 아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대민현식 :lXl1: l!많). 

셋째， 익명성은 격하<fl때삐g) 현상을 유발시킨다. 격하 현상이란， 사회 

적인 맥락 단서의 부재로 인해 극단적인 욕， 모욕， 적대적 언사 동의 억제 

되지 않은 말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격하 현상이 언어 윤 

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성 파괴라는 심리적인 측면에도 심각한 일 

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가고 있는 일부 계층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 세계의 일탈을 현실 세 

계에까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출하고 있다. 규범에서 일탈된 언어， 욕설， 

비속어 둥이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통되고 있다 

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격하 현상은 대개가 당하는 상대편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으므 

로 통신 대화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 기준인 네티켓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이 훨요하다. 격하 현상의 섭화로 각 통신사나 네티즌들은 네티 

켓과 관련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사에 

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3l 

2) 뼈}타는 분신(分身) • 화신(化身)올 뜻하는 말록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 
올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원래 아바타는 ‘내려오다， 통과하다’ 라는 의 

미의 산스크리트어 Ava와 아래， 땅이란 뜻인 Terr의 합성어이다. 고대 인도에서 땅 

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올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3차원이나 

가상 현실 게임 또는 채탱， 전자우편 퉁에서 자기 자신올 나타내는 그랙픽 아이콘 
올 가리칸디{두산세계대백과 ErCy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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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상호작용성 

컴퓨터 대화방의 대화는 대화자들이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로 자판올 

치며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면서 말을 주고 받는 

형태의 의사소통과는 다르다. 즉，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입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자판으로 치고 상대방은 모니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적인 피드백 

(f~앙‘)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화가 형성된다. 이러한 양방향적 의사소통 

은 기존의 일방향적 의사소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대화 참 

여자들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중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컴퓨터 대화방 

에서 사용되는 욕셜， 비속어， 언어 규법에서 일탈된 통신 언어들올 빠른 

속도로 전파빼 언어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었다. 

언어의 변화는 사랍들의 접촉에 의해 진행된다. 사랍들이 서로 만나 저 

쪽 사랍의 새 어형(語形)을 받아들이고1 그 새 어형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주어야만 언어 변화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다. 언어 변화는 외 

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고립된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한대Ho1ræs 1002: 짧，). 그리고 접촉의 형식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대Ho1ræs 1앓: 장rm).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 

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라디오나 1v 둥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조선일보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올 만들기 위한 ‘클린넷(CI때없) 운동’의 발족 

올 선언하였다. IT전문개 교육 현장의 교사， 학부모1 시민단체， 정부 당국자 동 각 

계 인사가 클린넷 포럼 기획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운동은 앞으로 네티즌이 지켜야 

할 ‘세티켓(앓urity+ EtiQUtíte) 헌장’ 제정， 스햄때일 방지 사례집 발간， ‘인터넷 대청 
소의 날l 행사 풍의 사업올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대조선일보 없)3，3.12. 1면， 23 

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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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라디오나 TV에 의한 접촉은 일방향적인 데에 비해 면대면 접촉 

은 양방향적인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컴 

퓨터 대화방의 대화는 언어 변화를 촉진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올 지니고 

있다고볼수 있다. 

3) 대화 격톨4}의 일탈 현상 

컴퓨터 대화빙F에서는 대부분 처음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만남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위계 관계나 신분 질서가 생기지 않는다. 

면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의를 차리거나 상대편올 고려한 발 

언올 하지 않아도 된다. 관심이 비슷한 사람끼리 즉흥적으로 만나서 대화 

를 하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자유롭게 대화에서 빠져 나올 수 있고、 다시 

들어가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었다. 이렇게 비슷한 관섬λ}를 지닌 사람들 

끼리 즉홍적으로 만나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대화 규칙이 생 

기기도 하고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에 참다운 대화보다는 비인격적인 대 

화를 하기도 하며 대화의 격률이 무시되기도 한다. 

컴퓨터 대화방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메시지가 병렬적으로 처리된 

다. 실제 세계의 대화에서 순서 주고 받기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 

4) 협력의 원리(~뼈ve 띠rriple)는 그라이스(Griæ: r인5)가 채안한 대화 진행을 위 

한 요건으로 그 내용은 다옴과 같다. 

'. 협력 원리 : 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당선이 참가하고 었는 대화교환의 방향 
으로 필요 되어지는 만큼 대화하라 

L. 대화 격률 

@ 양(quantity)의 격률 - 훨요한 양만큼의 정보훌 제공하라. 

@ 철(qu외ity)의 격률 - 진실된 사실만올 말하라. 

@ 관련성(r허evarv::e)의 격롤 - 적합생이 있는 말올 하라. 
@ 방법ümnner)의 격훌 - 명혜하라， 표현의 얘매함올 피하라， 중외성을 피하 

라， 간결해라， 순서대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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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메시지의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메시지의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5) 

(1) 블랙마녀 분위기가 더 말할 수 없게 망가졌군 

나이스보이 아시원 

까꿈 역사 밤에는 라면이 최고야.---

아린 아니야 

피차츄 사람들괴롭히는구나 

아린 텅닭이 최고야 

아린 에이 내가 언제--

블랙마녀 나두아까생라면 먹었어 

랩퍼 나두 라면저--

까꿈 라면에 계란풀고 왔죠. 

까꿈 하하하 

랩퍼 나 라면 먹꾸시포--

피카츄 아니야 

나이스보이 아니야파지가최고야 

파차츄 그냥 

까꿈 풀?… 

블랙마녀 라면먹고자면 탱탱 부어 

피차츄 피지? 

까꿈 또오타 .. 

아린 까르르 

5) 이러한 떼시지의 병목 현상의 결과 대화방의 가장 큰 특정 중의 하나인 짝 대화가 

성립된다. 대화방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한다. 따라서 대화방 

에 압장해서 형식척인 인사를 하고 대화할 짝올 철정하기 위해 탐색전을 벌인다. 

이 과정얘서 바로 때시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짝 

야 청해지면 대화에 임하게 되고， 짝을 이루지 못혜 외면당하거나 끼어들기에 실패 

한 대화자는 스스로 퇴장하기기도 한대임철성. :m}:l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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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보이 

피카츄 

랩퍼 

아님 

비지 

허걱 .. 난 앞에 률하구 사탕밖에 없건만 .. π 

(이하 생략) 

위 대화는 밤에 라면올 꿇여 먹는 것에 대해 서로의 생각올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자들의 메시지가 주고 받기가 아닌 병 

렬적으로 나열되면서 발화를 잇는다는 느낌보다는 야식에 대한 이용자들 

의 생각을 늘어놓는 느낌이 강하다. 결국 일관된 주제로 대화가 진행되지 

도 않고 있으며 내용의 통일성도 추구하지 않는다. 더구나 하나의 발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대권혜련， 때1: 10l-1m) 

결국 이러한 대화방의 대화는 그라아싹 제시한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 

를 말하래양의 격률)，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래관련성의 격률)， 순서대로 

말하래방법의 격률) 둥의 협력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격률의 위배를 컴퓨터 통신 대화만의 독특한 담화적 특성 

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충적인 분석이 펼 

요하다.6) 

4) 입맡과 굴밑'7)의 혼합 

대화방의 언어는 전자말(돼뼈C 따19U행:e)8)에 속하는 것으로 문자를 

6) 컴퓨터 통신 대화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은진(ml)과 권혜 

련tIDl)을보라. 
7) 언어는 업말(구어)와 글말(문어)로 구분된다. 입말이란 의사 전달의 매개 수단이 음 
성적 실체(야lOOetic subs때x:e)인 것올 가리키고， 글말이란 의사 소룡의 매개 수단이 

도안적 실체(gr빼ric substmx:e)인 것올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입말은 구두-청각적 

인 음성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이고1 글말온 입말이 시각적인 문자로 재현된 언어이 

디{노대규. 1앉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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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달되지만， 대화라는 속성상 입말에서 표출되는 음성적 요소와 비 

음성적 요소콜 함께 드러내고 있다. 

대화방 대화는 말하기와 글쓰기 특성을 모두 간직하는 상호작용적 문 

자 담화이므로， 구두 및 문자 언어적 특성에 대한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 

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대화방 대화를 말하기보다 글쓰기 행위로 종종 

간주하는데， 이것은 대화방 대화가 동시성 텍스트적 대화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교류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문자 담화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대화 참여자들은 말하기 프레임(와없때핑 

frarre)과 글쓰기 프레임(wri벼19 없rre) 사이에서， 전형적인 구두 및 문자 

담화와 비교할 때， 좀 더 빈번하게 전환을 시도한대송경숙， 었)2b:9))， 대 

화방에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대화방 대화를 구두 담화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타자가 느리시군요’의 경우는 대화방 대화롤 

문자 담화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화방 대화는 기본적으로 글말과 입말이라는 전통적인 매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상황과 기능 양태에서 대화방 언어는 입말적 

요소가 강하다.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피드백올 통해 정보의 생산 및 교환 

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대화방 언어가 입말적이라는 단적인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방 언어를 단순히 입말의 일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화방 언어는 입말처럼 말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 

니라 기록되어 남기 때문에 일단 행해진 대화방 언어는 대화 진행 도중에 

언제든지 되돌아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대임철성 :ID)). 

그리고 입말적 성격을 지니는 대화방 언어의 시각 기호와 감탄사도 글 

8) 전자말은 기존의 글말 입말과는 매우 다른 제2의 구술성을 가진， 전자 매체률 통해 

의사소통율 하는 제 3의 언어이대w，J， αJg， 19.E). 예전의 입말이나 글말과 다른，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얼다든지 쉽게 거륨 되풀이해서 지나간 말올 돌 

아볼 수 었게 하는 기계의 말이대김수업， 1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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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성격올 함째 지니고 었다. 그런데 이들 시각 기호와 감탄사는 입말 

의 성격인 강세， 어조， 억양 동의 부언어적 요소와 얼굴 표정올 위시로 한 

감정 기호(얹뼈αX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올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입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자로 표현될 수밖에는 

없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 결국 시각적 표현과 감탄사는 입말의 성격과 

글말의 성격이 혼재해 있는 양상올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글말로 표기해야 되면서도 입말올 구현하는 형식의 톡수한 형태를 지 

니는 대화방의 대화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필요한 단어나 구절만을 이용하여 표현하교1.A} 하는 내용올 

드러내는 형태의 발화들로 진행된다. 이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 

의 특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짧은 발화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화방에 입실했을 때는 문 

장들이 더욱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대권혜련， ax:n: 1히. 

선종회(없)2: 110)에서는 통신 언어가 가지는 입말적인 특정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 행위가 사용된다. 둘째， 대화 

의 상황이 즉각적이다. 셋째， 포함성을 띤다. 넷째， 입말과 같이 역동적이 

며 진보적인 특성을 가지며 잉여적 표현이 자주 쓰이고 발화의 의미 해석 

상에 있어 상황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통신 언어는 근본적으로 입 

말에 속한다. 화자와 청자가 공유효}는 공간적 상황으로서 가상 공간이 존 

재하며， 대화의 주요 수단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며 더욱 입 

9) 노대규(1앉}): 2H~)에서는 입말파 글말의 차이참올 다옴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입말은 (1) 다양성， (2) 즉각성， (3) 친교성， (4) 표현성， (5) 포함성， ~하 구체 

성，(7) 순간성， (8) 동태성， (어 모호성， (10) 비논리성， (11) 비격식성， (12) 상황 의존 
성 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글말은 (I) 단순성， (2) 계획성， (3) 재보성， (4) 서술 

성， (5) 분리성， (6) 추상생， (7) 영구성， (8) 정태성， (9) 명시성， (10) 논리성， (11) 격식 

성， (12) 문맥 의존성올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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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답게 만들려고 하는 특성올 가지게 된다. 

5) 통신 언어 

넓은 의미에서 통신 언어는 홈꽤이지， 전자 우편， 대화방 둥에서 의사 

소통올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를 뜻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올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로1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냐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 

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정형성을 갖고 있 

어야 한대박동근， 었)2: 6), 통신 언어는 소위 채탱(cha뼈멍)이라고 불랴우 

는 대화방 언어10)에서 시작되어 전자 우펀， 홈페이지의 게시판 둥으로 확 

산되었는데， 통신 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화방과 좁은 의미의 통 

신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신 언어는 국어의 어법을 무셔한 채 쓰여지고 있어 국어의 파괴라는 

측면이 적지 않으며， 통신 은어나 비속어， 통신 고유어 동의 남용으로 우 

리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롭고 다양한 언어 양식을 만들어 언어 생활 

을 풍부하게 하고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과 매체적 특 

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문자의 창의적 활용이 

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 

적 차원에서 통신 언어에 대한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10) ‘대화방 언어’ 대신애 ‘채탱어’ ‘채탱 용어’ 동의 말올 쓰기도 한다. 통신 공간에서의 

대화나누기를 영어로 ‘채탱(벼빼땅)’이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이정복(ml) 

에서는 ‘채탱’올 ‘대화’ 또는 ‘통신 대화’로 부르고1 통신 대화방얘 대화률 나눌 때 사 

용되는 말올 ‘대화방 언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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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 

야한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척인 책략 

은 경제성 유지의 책략과 표현성 유지의 책략이다. 경제성 유지의 책략이 

란 가능한 말윷 간단하고 보다 쉽게 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표현성 유지 

의 책략이란 의사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책략이다. 이 두 원리는 얼 

핏 보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원리는 

적절히 조화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올 수 있도록 서로 알 

맞게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한대김진우， lffi4: 221-짧). 

컴퓨터 대화방 언어에도 이러한 책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음절올 줄이 

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는 둥의 방법으로 타수를 줄여 빠르고 편리하게 글 

자를 적으려는 ‘경제적 동기’와， 일%써와는 달리 형태를 바꾸어 봄으로써 

통신 분위기률 재미있게 하거나 편하게 하려는 ‘표현적 동기’， 그리고 규 

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 공간의 언어 생활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 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현재의 통신 언어를 만들어 내 

었다고 할 수 있다)ll 

11) 지금까지 여러 논의에서 나타난 통신 언어 사용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해서 

@ 통신상에서 새로운 분위기률 만들기 위해서 
@ 표기법이나 띄어쓰기얘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올 위해서 
@ 통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대화의 감정 보충) 

@재미있으니까 

초기에는 경제적 욕구가 통신 언어 생성의 주 요인이었으나 점차 대화 구성원들과 
의 동질감이나 새로운 분위기 형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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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섬(시험)， 글구(그리고)， 멜(메일)， 암튼(아무튼)， 강퇴(강제퇴장) 

L. 쏘다{비용올 혼자서 모두 내다) 양탱(이중으로 사귀게， 폭탄{아 

주 못생긴 사랍)， 번개(아주 급작스런 만남)， 고딩(고둥학생)， 잠 

수， 퍼올리다， 도배하다. 

(2，)은 음운 혹은 음절올 생략하거나 촉약시켜서 정제적으로 표현하 

려는 욕구에서 만들어진 예이다. (2L)도 간결성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들인데，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인 담화에서 은어나 신조어로 굳어 

지는경우가많다. 

이러한 축약어는 특히 명사와 부사어 그리고 동사를 가장 많이 축약한 

다고 한대서이종， 댔12: zm. 이러한 축약어는 대화방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2) 남자친구를 ‘남친’ 여자친구를 ‘여친’， 모범생올 ‘범생’， 우 

둥생을 ‘우생’ 둥으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어쇠(어서 와)’， 즐탱(즐 

거운 채탱)’ 뿐만 아니라 ‘2뻐Y어이뻐요)’ 둥 해독하기 어려운 단어도 있 

다. 

(2L )은 특수어의 문제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은어， 속어， 비속어 둥이 

있다. 은어는 어떤 계급이나 직업에 속함 사람들 사이의 특수어를 말하 

는데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대화방의 

은어가 오프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은어와 다른 점은 대화방의 은어는 비 

밀 유지 차원보다 대부분이 일상어에 대한 진부함을 탈피하고 청소년들 

만의 정서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통신 

언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은어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다시 말해 온라인 상의 은어가 오프라인으로 확대 사용되 

기도 하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던 은어가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 

12) 영어권의 대화방에서도 축약어를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aI잉 (age-없
locatioo), b비(be !xrl: later), 뼈(뾰 퍼때t !xrl:), ic(I sæ) 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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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한다. 

(퍼 Î , 채발 가지마로까지 말어)， 화안내면 가쥐(가지)， 언능(얼른)， 방 

가워(반가워) 

L , 대따 조애좋애， 추카추캐축하 축하) 

C , 념행(너무해)， 고파서링(고파서) 

(3，)은 자신의 발음을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표 

현이므로 맞춤법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게 된다"， (3L)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음운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난 말올 ‘조아 추카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3c)은 애교 있는 음성을 담은 것으로 정서 상 

태를 표기에 반영한 예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화 현실감의 반영’이라는 담화적인 의식이 적지 않 

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자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통신상에 

서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현대적 발음 경향을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실제 

옴성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현장감올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박동근， :m2: 9), 

약어 표현은 언어의 경제성올 살린 것이고 기호률 이용한 표기는 언어 

가 다른 나라끼리 언어의 벽을 넘어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까지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올 보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고 모음을 다양하게 교체시키고， 은어와 비속어를 남용 

하는 둥 문법과 맞춤법올 지키지 않는 경우나 저속한 표현올 쓰는 경우는 

언어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없이 언어를 파괴하고 언어 문화를 저급하게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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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미소 짓고 있어요 :( 화나려고 해요 

τr 만족해요 ’.‘ 몰라 몰라? 

:-Q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zzlZ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라네요 

It:-)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 귀를 종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 + 할 말이 없어요 π.π 

m^ 입올 막고 웃고 있어요 ̂}(^ 

~\ -_-Î 춤추고 있어요 

슬퍼서 눈물올 흘리고 있어요 

쪽! 귀여운 뽀뽀신 

고양이 

(4)는 화자의 표정， 시선， 모습 둥과 더불어 다양한 감정올 특수 기호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UNIX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감정 기 
호13)는 자판 위의 알파뱃이나 숫자， 구두점， 특수문자 둥을 이용해서 만 

들어진 그림 문자로서 이용자들은 기호의 조합을 통해 표정이나 기분 둥 

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감정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변하지 

않는 통신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화방 이용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맥락적 정보를 끊임없이 줌으로써 실제 세계의 상호작용과 가까운 

맥락을 만들어 내어 원활한 상호작용올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의 예들은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 글자를 모두 적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음만으로 글자를 표시하거나 음절 단위로 적지 않고 풀어 

서 적는 방식으로 표기를 변형시킨 경우이다. 또한 영어의 알파뱃이나 숫 

13) 감정 기후 즉 이모티콘(Er빼oon)은 errotiαl(감정)과 iα>n(도상)의 합성어로서 대화 

자의 감정올 일정한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모티콘은 최초로 1쨌년대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학생인 스코트 웰만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모티콘의 

대부분은 대화방 이용자들의 감정， 즉 그들의 기쁘고 슬프고、 부끄럽고1 쩌증나고， 

화나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표현하고 있는 까닭에 스마일리(sn퍼ey)라고도 한다. 

웃는 표정올 나타내는 :-)와 같이 미국에서는 1æ도 각도로 뒤집어보아야 알 수 있 

도록 그림올 그리던 것올 우리나라에서는 똑바로 세운 모습으로 쓰게 되었다. 이것 

이 한충 발전되어 시각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언 아티콘{artia:>n)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한국과 미국 동에서 사용중인 이모티콘은 약 2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 
고 었다{홍경하.， 3:α: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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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올 표기하는 방식이다. 

(5) l:l t 님 l 0 þ ‘~ 

"V."V. V、(감사 감사 감사)， l:l ï l:l ï(반가바요) 

8JR(배째라)， R겠Q알겠지)， 근R근데)， 2뻐yo(이뻐요) 

다음은 물음표나 느낌표를 복수 사용함으로써 의미 강조의 기능을 위 

한것이다. 

(6) 피자나 시켜 먹을까.m 

열시미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글자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의 

불충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각적 방법으로 화자의 감정올 풍부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시도14)라고 할 수 있다. 

통신 언어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의 비중이 높다. 의성어와 의태 

어는 소리와 모양올 흉내낸 말로 통신상에서는 사물의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은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 둥 

올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려는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대화방에서 

의 대화의 한계를 극복하그찌 하는 노력의 산물로 보여진다. 

14) 시각적 표현올 이용한 감정의 전달은 만화의 전형적인 기법이다. 만화는 그렴과 문 

자 언어를 통해 대화 상황올 표현하는 장르이다. 문자성을 통해 구술성올 형상화해 

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 상의 대화와 밀접한 관련올 지닌다. 이러한 표현올 위해 만 

화에서는 말풍션과 효과융올 사용한다. 말풍션은 풍선 모양의 칸 속에 글자로 된 

대사를 집어 넣는 기교를 가리킨다. 말풍선의 모양에 따라 소리의 크기， 기품， 질 
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이아몬드처럼 각진 모양은 주인공의 강력한 감정적 반 

발올 보여주며 말풍선의 글자를 진하게 처리하여 목소리가 매우 격양되었음을 느 

끼게 하는 식이대박인하" 1연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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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쿠쿠구， 쿠할할， 카카카， 우할할， 쿠함， 까르르 

L. 핫， 허걱， 허거걱， 낼름， 에궁궁， 휘리릭 

(7ï)은 의성어로 사랍의 웃음소리를 나타낸 것이교 (7L)은 의태어로 

감정이나 표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성어나 의태어들은 감정 표현의 언어에 많이 사용되며 감정 

을 여러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이면서도 직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음성언어만으후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몸짓이나 표정을 이용 

하면 의사전달이 훨씬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이 

컴퓨터 통신에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5) 

대화방에서 통용되는 표현들은 앞서 살핀 경제성과 표현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음을 주목할 필 

요가있다. 

신세대 사이에서는 채탱올 할 때 새로운 속어나 유행어를 많이 쓸수록 

또래 집단에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는다. 또한 문법적으로 일탈된 표현 

의 사용은 서로의 신분확인 절차 내지는 동료로서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 

한다. 만약에 전통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대화방에서 

외면당하기 쉽다. 또한 의도적으로 어분 규범올 무시하는 경우는 어떠한 

규칙에도 구속받지 않고 반항하고 싶어하며 같은 또래끼리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즐기기 위한 섬리적 요인인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15) 공간의 극복을 위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은 이미 만화에서 보편화되어 었다. 만 
화에서 사용되는 효과음은 의성어와 의태어툴 말하며 말풍션을 벗어나 직접 소리 

나거나 행동이 진행되는 부분에 효파적으로 사용된다. 효과옴은 글자만이 아니라 

도안된 모양자체로서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는데 이때 주로 상형문자나 시각적 농 

담의 형식을 빌린 기발한 기교나 상징들올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불이 켜진 전구 

는 뭔가 좋은 생각이 떠 오른 것올 뜻하고， 머리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는 먹장구름 

은 비탄이나 절망 같은 것을 의미한대박성봉， l'없: Z)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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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대노형남; ::m>: 119). 

6) 잃상언어로의 전이 

통신 언어의 일탈 현상에 대한 우려는 언어 규범의 파괴가 일상의 언 

어 생활에까지 파급되어 우리의 언어 규범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는 데에 있다. 이는 만약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면 통신 언어의 사용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되었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논술 

답안지에 나타난 맞춤법 오용 실태의 분석을 통해 통신 언어의 파급 효과 

를 분석하고 있는 이진성(때11: 1웠)의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는 매우 의 

의가있다. 

(8) 구어체 어휘 사용의 남발로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별 또한 모호해 지 

고 있옴올 보았다. 통신언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살펴본 모음 오류와 자 

음 오류 또한 통신어의 느슨한 표기 습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 

어식 표기에서 비롯된 오류들은 단순한 표기의 오류에 그치지 않고 모음 

조화의 와해， 조사 체계의 혼란 둥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바른 언어 생활에 

적지 않은 위협올 주고 있음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법 오류의 양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의 강화가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문법적 오류들이 반드시 통신 언어 

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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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명의 대학생(1학년)에게 재출 받은 

자필 자기 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다옴과 같은 통신 언어의 혼적올 발견할 

수 있었다)6) 

첫째， 많은 학생이 려어쓰기에 많은 오류를 드러냈다. 물론 원고지가 

아닌 종이에 자필로 쓰는 방식이었기에 띄어쓰기의 경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띄어쓰기에 많은 오류를 드러냈다. 그 

러나 대화방에서 볼 수 있는 한 문장을 통째로 불여쓰는 과도한 현상올 

보이지는않았다. 

둘째， 감정 기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하였다. 조사 대상 95명 가운데 

aJ>/Ô에 해당하는 19명의 학생이 적게는 1개에셔 많게는 7개까지의 감정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교수에게 제출하는 자기 소개서임에도 aJ>/Ô의 

학생이 감정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또래들간의 친교적인 글쓰기 

에서는 감정 기호의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올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축약형이나 의도적인 변이형 둥이 빈도는 많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9)(감정기호)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 ‘; 

하여튼 교수님 만나봐서 반갑구요 ‘* 

(느낌표 반복) 

(의성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어률 좋아합니다‘ 수능에서 언어영역만 잘 봤습니 

다 .. 크크크-* 

16) 이 결과는 사전에 계획된 연구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 대상， 분석 
방법 둥에 다소 문재가 있올 수도 있으나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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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우’ 발음) 

(축약) 

방송관련 파에 가려구 했구요 

수업을 챔 었게 했으면 좋겠고요 

첨에 수강신청올 할때 

(된소리되기) 

과제도 쪼끔만 내주시고 화점도 잘 주세요 γ 

(받침에 。 챔개 

수엽이 재미있올꺼 같아서 기대되요 잘 부탁드립니당~ 

(것 • 거， 꺼) 

보일 꺼라고 믿습니다. 많이 힘들거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면올 가득 채울꺼에요 동효 

(주)나우콤이 나우누리에서 이용자 4，æ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에 영향올 주느냐’라는 설문에서 웅답자의 없W/Ó인 

3.217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31.28%인 1，464명이 ‘아니라’라고 대답했 

다. 

이 설문 결과는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2가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그들 

이 모두 일상 언어에서 통신 언어를 사용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웅 

답자가 일상 생활의 언어 현-?f에서 단순히 그렇게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 

다. 예를 들어 대학가의 대자보에 통신 언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본 학생 

은 일상 생활에서 통신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일상 생활에서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올 수도 있고 

더구나 그 사용의 빈도나 양이 극히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 하고 나아가 일상 언어 생활에 통신 언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파 국어 교육적 방안 Z켠 

지에 대한 보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펼요하다. 

3.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법 

1) 기존 연구때서 제시된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법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교육파 관련된 연구는 거의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연구들 중 통신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는 이정복(없Xk)과 민혁식(때11)에서 이루어졌다. 

이정복(었Xk)은 통신 언어의 분야별， 유형별 실태 조사 및 국어학적 분 

석올 통해 바랍직한 통신 언어 정착올 위한 방안올 제시하고 있고， 민현 

식(때'1)에서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언어 문제와 윤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고 학교교육에서 이들 문제와 해결책을 교수 • 학협}는 방안을 제시하 

고있다. 

이들 이외에도 통신 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구본괜때1)， 

권순회(때1)， 권연진(1뼈)， 박동근(JX)2)， 송경숙(댔J2a，b)， 신종회(JX)2)， 안 

정근(때X))， 인진성(때1)， 임칠성(m.>)， 전병용(m.>)， 전은진(때1)， 홍경하 

eID1) 둥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통신 언어에 나타난 언어 규범 파괴 

와 언어 폭력성을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 

구로는 권혜련(때11)， 박희로(JX)2)， 오은영(m.>)， 이종옥<JX)2)， 정명규 

(때1)， 정무새aα)， 천세욱(:m3) 둥의 학위 논문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신 언어에 대한 교육적 방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 언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 둘째， 현실 언어와 통신 언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어휘의 오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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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미래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올 주게 될지 생각하는 기회를 자 

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국어 교육 속에 통신 언어와 관련한 내 

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통신상의 실제 담화를 국어 교육 

의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I 통신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사회 

적 책임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와 학부모들의 통신 언어 

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깅 교괴서에 만뼈된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법 

7차 교육 과정의 고둥학교 ‘국어생활’에는 정보사회의 매체환경에 알맞 

은 국어 사용 능력올 배양하기 위해서 ‘매체환경과 국어 생활’이라는 단 

원이 설정되어 있다. 그 세부 항목에는 하이퍼텍스트의 표현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항목들은 다읍과 같다. 

(1이 고둥학교 ‘국어생활’ 중 하이퍼텍스트와 관련된 내용 체계 

(학습 내용) 

* 컴퓨터 글쓰기의 특정 
*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의 문제정 
* 통신 윤리의 문제(통신 언어의 폭력성) 
(활동 내용) 

* 언어 규범올 파괴한 통신 언어 올바르게 고치기 
* 릴레이 소절쓰기 
* 통신 언어가 얼상 국어 생활에 미철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 전자 우편， 게시판 둥에 글쓰기， 홈왜이지 만툴기 

‘국어생활’에서는 컴퓨터 글쓰기애 대한 개괄적 특정 제시와 언어 규범 

파괴가 우리 언어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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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 둥에 글쓰기는 활동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국어생활’에 반영된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은 통신 언어의 규범 파 

괴 문제와 비속어， 욕셜 둥올 남용하는 언어 윤리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대행 외(:m3: 1딴18이에서는 복합 매체 시대의 국어 활동의 영역올 

설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복합 매체를 통한 국어 활동은 이 

해 활동과 표현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해 활동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는 검색 활동 얻어 낸 정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분석 

활동， 분석된 정보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명가 활동 둥이 있다. 표현 활 

동은 소통 활동， 참여 활동， 제작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통 활동은 필 

요한 정보를 타인과 주고받는 활동이며 참여 활동은 어떤 일에 대한 의 

견이나 주장을 개진한다든지 남을 설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표 

시를 하는 활동이다. 제작 활동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가족 신문이나 학 

급 뉴스를 만드는 것처럼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컴퓨터 대 

화방 대화는 소통 활동에 해당한다. 

7차 교육 과정의 고둥학교 ‘작문’에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맞는 작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단원으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쓰기’ 단원이 설정 

되어 있다. 이 항목의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1) 정보화 사회에서 작문은 작문의 상황이나 작문의 수행 동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기존의 작문과 다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률 들어， 인터넷올 이 

용하면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하기 쉽다는 점， 채탱과 같이 실시간에 여러 

사랍이 하나의 화면올 공유하여 협동 작문이 쉽다는 정， 컴퓨터의 워드 프 

로세서 기능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편집 기능으로 아이디어 생성과 조직에 

힘쓰기보다는 글부터 쓰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둥 

‘ .• " 



깅O 국어교육연구 개nl집 

이 정보화 사회의 작문이 가지는 특성이다. 따라서 학생들온 이러한 특성 

에 맞는 작문 능력올 갖추어야 한다. 

(7차 고둥학교 교육과정 해셜서- 국어) 

필자가 분석한 11종의 교과서 모두 ‘정보화 사회의 글쓰기’라는 대단원 

아래 ‘전자 작문’ 또는 ‘인터넷 글쓰기’， ‘사이버 공간의 룰’ 동의 하위 단원 

을 껄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2) 고등학교 ‘작문’ 중 하이퍼텍스트와 판련된 내용 체계 

(학습 내용) 

* 전자 작문의 특성 - 전통적인 글쓰기와 차이점 
* 전자 작문의 유형 - 게시판 글쓰기， 전자 우편 쓰기， 대화방 대화 

하기 

* 전자 작문시 유의점 - 언어 규범의 파피， 언어 예절 
(활동 내용) 

* 전자 작문의 실제 : 게시판， 전자 우편 둥에 실제 글올 써 보자 
* 통신 언어의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자 
* 통신 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해 보자 

고등학교 ‘작문’ 교과에서는 전자 작문과 전통적 글쓰기와의 차이를 하 

이퍼텍스트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개괄하고 전자 작문시 언어 규범과 

언어 예절올 지켜야 한다는 점올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통신 

언어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신 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언어 규 

범올 확립혜야한다는 점에 초점올 맞추고 있는 듯 하다. 실제 작문의 실 

제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전자 우편올 써 보자’， ‘게시판에 글올 올려 

보자’ 는 식의 활동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작문’에 반영된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 역시 통신 언어의 규범 파피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파 국어 교육적 방안 강1 

문제와 비속어， 욕설 둥올 남용하는 언어 윤리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상 ‘국어생활’과 ‘작문’ 교과서률 분석해 본 결과 컴퓨터 대화방의 표 

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언어 규범과 언어 예절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을 뿐， 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방안은 찾아보기 어 

렵다. 

4.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국어 교육적 방안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목적은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대화뺑l서 표현 능력올 신장시켜 궁 

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목적올 실현하기 위한 내용 

과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의 범위를 설정할 필 

요가있다. 

기존의 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듣기’와 ‘읽기’는 이해 능력에，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능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표현 능력에서는 

말하기나 쓰기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내부 세계를 표현하는 능력이 중 

시된다. 그러나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능력은 입말에 의한 말하기 능력이 

나 글말에 의한 쓰기 능력과는 다르다. 그것은 대화방의 표현이 음성과 

문자 그리고 기호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능력올 요구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표현 능력의 개념을 확장 심화한 표현 능력이 무 

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 과제가 해결된 후에 비로소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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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감히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을 위한 내용과 빙얀올 제안하고 

자 한다. 물론 이 논의는 시론에 불과하다. 이 제안에 대한 혹독한 검증 

과정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야할것이다. 

1) 통신 언어는 이정복(때1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통신 언어는 구성원 

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서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신 언어를 현행 어문 규범의 툴에서 

일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버릴 수만은 없고 사회 방언(soci머 

d머oct;)17l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통신 언어는 네티즌들의 하위 문화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즉， 네티즌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올 확인하고 상호 공감대률 형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언어전략인 것이다. 사실 조금만 시야률 넓혀 보면 하위 

문화로서의 고유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곳은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었다. 군대나 교회가 그러하교 법률가나 의사 같은 전문직 구 

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통신 언어의 탈문법화， 탈규범화는 거의 세계적인 추셰이다. 그리고 사 

회언어학자들은 사이버 언어를 또 다른 언어 변이로 보기 시작하였대박 

영순， 때11: 짧). 

17) 사회 방언(영머 d혀없， 또는 sociolæt)이란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종교 인종 둥과 사회적 요인애 의해 분화된 방언올 말한다. 지역 

방언(r맹이때 빼læt)이 지리적인 집단에 의해 형성된 방언이라면， 사회 방언온 사 

회적 집단에 의해 형성된 방언이대01익섭， 1앉셔: 00). 통신 언어률 Hyræs의 언어 사 
용역(1맹ster)의 하나로 볼 수도 었다. 언어 사용역이란 사회척 상황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언어의 이형으로 송신재화자와 펼째 사이에 언어 전달 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의 직접적인 장연의 변화， 전달의 매채(입말과 글말)，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 

의 관계(친분관계， 성별 퉁)에 따라 언어 형식상으로 상판적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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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그라도배V따핑rachva， 였x))에 의하면 러시아어에서의 컴퓨터 언 

어는 일상 언어와 분명히 구별되지만 그 나름대로 일반 언어가 가지는 기 

능올 다 한다고 한다. 즉 (1) 의사소통적 기능， (2) 인지기능， (3) 보존적 기 

능， (4) 미적 기능; (5) 정서적 기능， (6) 상위 언어적 기능，(7) 종교적 기능 

둥이 그것이다. 특히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의 컴퓨터 언어룰 비교해 본 

결과， 옴절 축약， 은어화， 숫자화 동의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와는 이질화되어 있고， 탈규범화되어 

가지만 그것대로 어떤 규칙올 가진 하나의 하위언어(sti버angu뽕e)를 이루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통신에 참여하려면 좋든 싫든 그 참 

가자들의 언어률 이해하교 어느 정도는 같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2) 언어의 변화는 그 언어를 나아가서 그 언어의 화자의 삶올 더 재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대김진우 1顧: 쨌-'Æ7). 이처럼 언어의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통신 언어가 상당 부분 기존 언어를 의도적으 

로 파괴하고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은어 둥올 사용해 많은 문제정올 내 

포하고 있지만 그 중 약어 표현과 감정 기호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같 

은 상징어들은 언어 창조에 가까운 것으로 경제성과 보편성올 추구한 표 

현이다)8) 

이런 측면에서 일상 언어 생활에 혼동의 우려가 없는 축약어(강력추천 

• 강추)， 신조의 생성(안녕 • 방7r) 둥은 인정하고1 맞춤법 규정에 어긋 

난 표현(공부 • 경부， 시험 끝나면 • 시험 끈나면)， 저속한 표현(도망가 

18) 권순희(Dll: 164)에서도 옴성언어의 반영율 통한 문자언어의 표현온 언어의 현실감 

을 반명하고， 이모티론이나 익성어 동은 개성적인 표출의 발로와 사실척인 감정표 

출올 위한 도구의 계발이라는 긍쟁척인 측면으로 명가뼈야 한다고 하였다. 



깅4 국어교육연구 째11집 

다 • 튀다) 둥온 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회로(없12: 43-45) 

의 주장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상징어의 발달도 우리 국어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이다. 상징어는 말의 

멋을 살리고 표현을 더욱 실감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상대방을 직접 대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해야 하는 컴퓨터 대화뺑1 

서의 표현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데 도움올 줄 수 있다. 현재의 감정이나 

상태를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속 

도성 측면에서 업말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2-4음 

절의 상징어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대이종옥， W2: 43). 

감정 기호들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되고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어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이버 공 

간 속에서 단순히 문자만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모티콘과 같은 감 

정 기호를 이용하여 문자로서는 부족한 감정올 풍부히 전달하고 있다. 그 

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잘 확인하게 되고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올 보호하게 된다. 대화는 적절한 피드백(fl빼-밟:k)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피차간 오해없이 협력적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사이버 

통신 공간의 언어 상황에서 이 피드백의 원활한 작용을 가농케 하는 윤활 

유가 바로 감정 기호이대권혜련， aro: 1왔137). 

이런 면에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쓸 때 애용동}는 축약어를 사전에 

수록한 『옥스퍼드 영어사전』 출판부의 태도는 시사하는 님까 크다Ii'옥스 

퍼드 영어사전』은 1앉쟁년 출판된 개정판에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를 쓸 때 애용하는 축약어를 수록하였다)9) B4(많ûre)， TX(Thanks), 

19) 명국처럼 인터넷 축약어률 국어사전에 동재해협}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신문지상 
올 풍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서울대 김팡해 교수는 언어는 어차피 변화는 것이므 

로 둥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모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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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XHave a nice day), U(You) 같은 줄임말과 -)(기쁘다)， -0(놀랍다)， 

-Q(이해할 수 없다) 동의 이모티콘이 그것이다. 출판사측은 언어는 동시 

대 사회 현상을 대변하는 만큼 더 이상 통신언어를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개정판 사전은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 

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앞서 제시한 약어， 감정 기호， 상징어 둥 경제성과 보편성올 추구할 

수 있는 예들을 제외하고는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써로의 전이 실태에 대한 연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정복{때11: 192-

1ffi)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어 문법에 대한 교육 시간올 큰 폭으로 늘리고 

문법을 필수 과목으로 정함으로써 지금 보다 교육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물읍에서 대다수 

의 사랍들이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와 일반 언어를 사용할 때를 잘 구별 

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었다.때) 또한 일상 생활의 쓰기에 일부 나타나 

는 통신 언어의 영향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의 문법적인 

문제들은 국어 교육의 강화로 인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어가 나오면 당연히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언어도 국어의 어휘 

자산올 풍부하게 해 주는 공급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려대 노형남 교수는 현 

대 한국어에서 인터넷올 통한 언어 일탈 현상이 주체할 수 없을 청도로 빠른 속도 
로 언어 규범을 오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교체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 

지 치달올 지 모른다. 더 이상 귀환 불가능한 경우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 총체적으 

로 검토하고 경종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인터넷 촉약어 국어사전에 실어야 하 

나!”， 조선일보 때'i.7.25. 61면) 
20) 이와 관련된 껄문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풍계 수치는 아직 밝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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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대화방의 언어와 현실 언어를 분명히 구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화방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대화방에서 

만 사용하는 언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 

이다. 통신 언어의 효과는 통신상에서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의 통신 대화에서 이를 굳이 제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신 이용자들 

에게 통신 언어를 일반 대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올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임으로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박동근， :D)2).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신 언 

어를 언어 문화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17.l%,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적절히 수용해도 된다"는 답변이 OO.4%, 언어 파괴 현상으 

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웅답이 22.5%로 조사되었다. 이 결파로 

보면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전체의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지만， 언어 문화로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홍겸하 었)2: 53). 위 설문조사 결과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신 언어를 통신 상에서의 언어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일상 언어 생활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 

무적이다. 즉 이러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통신 언어로 인한 

언어 규범의 파괴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수 있다. 

4) 컴퓨터 대화방 언어는 글말적 속성올 지니고 있지만 입말에 기깡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컴퓨터 대화방의 대화 양 

상올 글말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6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 교육은 교과의 편성으로는 입말과 

글말올 포함하는 표현과 이해 교육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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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말 위주의 국어 교육이었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파정이 변화하고 있다.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순서로 규정되었던 것이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이는 

교육적인 맥락에서 회습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아와 함께 7차 교육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21)에 대한 인식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 

안의 글말에 기초한 문자성에서 구술적인 특성 요소들올 반영한 것이라 

는 점에서 글말 위주의 교육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대정무샤 aα: õ7). 

그러나 아직도 국어 교과의 업말과 글말에 대한 영역 설정은 주로 표 

현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잘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7r의 문제 

만 다루어지고 있기 때운에， 입말과 글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입말과 글말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뿔}기 영역에서 다 

루어져야할것이다. 

입말파 글말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함께 말하기 영역， 나아가 

‘화법’ 과목에서도 컴퓨터 대화방 대화의 표현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 

야한다. 

화법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협력의 원리’이다. 즉 대화의 격활올 지켜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앓)이고、 셋째는 ‘공손성의 원 

21) 반언어적(半름語的 :ser피홉멜월옆) 표현온 어조， 옴잭， 속도 고저， 장단， 강약 둥율 

흥해 전달하고차 하는 의미훌 좀더 분명하깨 나타내는 것올 말한다. 비언어쩍(非言 

語的 : 따뼈JgI.Ii:훌el 표현이란 직접적으로 언어와 판련된 것온 아니지만， 얼굴 표정， 
몸동작， 눈맞춤， 의상 동율 흥해 어훤 외마률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갈온 개 

념온 국어파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옴 채시되었는데， 앞셔 살펴본 입말의 톡성융 반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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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23)이다. 

화법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은 현재 컴퓨터 대화방 

의 대화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공손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 

으로 해서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교 대화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무의미한 대화들이 오고 가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대화방의 대화 수준올 품위 있고1 의미 있는 방향 

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법 영역에서의 표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 

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그 표현 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마련하기 의한 몇 가지 방얀올 제안해 보았다. 

필자의 제안은 아직은 시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의가 하나의 교육적 

방안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대화방 대화 

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컴퓨터 대화 

방의 언어가 일상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 

22)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랍과 관계 맺고자 하는 

연관성의 욕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 영역올 침해받고 싶 

어하지 않는 독립성의 욕구이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균형올 유지하려는 

것이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이다， 

23) 공손성의 원리란 자기 중심척인 생각올 상대방 판정얘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자신 

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명향을 고려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리치(1싫1: 1!H3)가 제 

안한 정중어법온 공손성의 원리를 잘 구현하고 었다. 정중어법은 상대방에게 정중 
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그 세부항목으로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륨，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 있다{이창덕 외 :m>: læ-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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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통신 언어에 대한 

사용 실태와 의식올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충 면접이나 셜문올 통해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올 위한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전자 우편， 게시판， 홈페이지， 하이 

퍼 문학 둥의 표현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방안과 합쳐져 하이 

퍼텍스트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끝맺고자한다. 



240 국어교육연구 쩨11집 

참고문흰 

구본괜때11)， r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J ， 때스트언어학』 

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권순회(때11)， r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J 1ffi,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권연진(1fQ3)， r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특징」， 『언어과학'.1 5-2, 동남언어학 

회. 

권영민(:r03)， /1'고둥학교 작문.1， 지학사. 

권혜련(때11)， r컴퓨터 통신언어의 언어학적 연구J，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해 외(:r03)， Ii'고둥학교 국어생활.1， 한국교육미디어. 

김대행 외(댔)3)， l'고퉁학교 국어생활.1， 교학사 

김대행 외(:r03)， 0'고퉁학교 작문.1， 천재교육. 

김수업(1團1)， r국어교육의 길.!， 나라말. 

김진우(1쨌')， If'언어 그 이론과 웅용.1， 탑출판샤 

__ (1앓)， i'언어와 의사소통-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J ， 한신문화샤 

김홍규 외(:r03)， rr고둥학교 국어생활.1， 천재교육. 

노대규(1댔)， rr한국어의 입말과 글말.1， 국학자료원. 

노명완 외(없)3)， 0'고둥학교 국어생활.11， 두산. 

민현식(때U， r정보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윤리교육의 학교교육 활용 방안 

연구J， 교육인적자원부. 

박갑수 외(:r03)， 11'고둥학교 국어생활.1， 지학샤 

박경현 외(:r03)， i'고둥학교 작문.1， 금성출판샤 

박동근(:;r0'2)， r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JI 10, 
한말연구학회. 

박성봉(1쨌)， r대중예술의 이론들 - 대중예술 비평올 위하여J ， 동연. 

박영목 외(:r03)， i'고둥학교 작문.1， 교학샤 

박영순<ax)1)， r한국어의 사회언어학.r， 한국문화사. 

박인흩l<:ro>)， l'누가 캔디률 모함했나JI ， 살림.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척 방안 241 

박회로(::m'2)， r컴퓨터 통신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J，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 

서이종(::m'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성낙수 외(:m3)， ~고둥학교 작문JJ ， 신원문화사 

송경숙(:ro2a)， r전자담화에서의 전제 분석-인터넷 채탱올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J 12, 한국택스트언어학회. 

-(었뼈.)， r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탱에서의 프레임(따re) 분석J ， 때스 

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종회(없)2)， r중학생 æ통신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싫， 국어교육 

학회. 

안정근(:ID))， r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언어의 담화분석」， 『사회언어학~ 8-2, 한 

국사회언어학회. 

오온영(:ID))， ræ통신 어휘에 관한 연구J ，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한용 외(:m3)， r고둥학교 작문'~， 민중서립. 

이삼형 외(없X3)， ~고둥학교 국어생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삼형 외(없l3)， r고둥학교 작문JJ ， 대한교과서. 

이석주 외(::m'2)， r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 

이선회(:ID))， r컴퓨터 대화방 언어 고찰J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영(1ffi) ， r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섭(1짧)， ~사회언어학JJ ， 민음샤 

이익섭 외(:m3)， ~고퉁학교 작문.!I， 학연샤 

이정복(:1없)， r컴퓨터 통신 속의 지역 방언」，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 

평.!I， 역략 

--(없뼈)， r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1 8-2, 

한국사회언어화회-

__ (:1없)， r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올 위한 기초연구J ， 문화관광부. 

--(때1)， rlQ대 청소년들의 통신언어 사용파 문채점」， 『한글사짧 봄호， 

한글샤 

이종옥(없)2)， r통신언어의 어휘 오용 실태 연구J ，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2 국어교육연구 제11집 

이진성(때'1)， r한국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통신어의 영향을 중심으로J ， 

r사회언어학.~ 9-2,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창덕 외(axxl) ， rr삶과 화법~， 박이정. 

이태영 외(없X))， i'언어와 대중매쳐11 .1， 신아출판사. 

임철성(었X))， r컴퓨터 공개 대화방 대화의 매체 언어적 성격과 대화 양식 고 

찰」， 『텍스트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임홍빈 외(:I뼈:)， r고둥학교 국어생활J ， 법문사 

임홍빈 외(aXl3)， r고둥학교 작문J ， 두산. 

전병용eW2)， r통신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 대화방 언어률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전은진(때11)， r컴퓨터 통신 대화 연구J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명규(때1)， r컴퓨터 통신언어 지도 방안 연구J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무사{axJ2)， r국어 통신언어 교육의 방향 연구J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남현 외(었:)3)， rr고둥학교 국어생활J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오현 외(없)2)， rr컴퓨터 통신언어 사전.1， 역락. 

천세옥(aXl3)， r통신언어 사용 실태 분석올 통한 국어 순화 방안J ，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 웅 외(없β)， 11'고둥학교 작문J1， 청문각. 

한계전 외(:m3)， rr고둥화교 국어생활J1， 블랙박스 

한계전 외(따:)3)， rr고둥학교 작문J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철우 외(때:)3)， rr고퉁학교 국어생활J1， 대한교과서. 

홍경하{axJ2)， r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J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Go師laIl， E. (1001), Fìαms cf Ta1k, Bla마W터1， Oxford. 

Griæ, P.(1!175), Logic ar엄 conversation, in P. Cole and ]. Morgan(외s.): Syntat 

and SeI뼈Jtics V 01. 3. S~h Acts. 

뻐rres， ].(1앓)， An Intrcxb.αim to Sociol.뼈uistics， 띠빼1: 띠g뼈l 

HyYreS, D.(1974), Fì때따ims in Socioli째uistics: 짜1 E뼈lOgT빼ic Approoch, 



캠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척 방안 2잉 

R피adel뼈ia : Univer허ty of 뻐msylvania Press. 

Mlroy, J, 지음， 정영인 외 옮김(1體;)， ~언어변이와 변화.~， 태학사. 

αJg， w. J, 지음， 이기우 • 임명진 옮김(1잃')， Ir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 

사. 

Srnith, 빠'c A끼P. Koll때(어s.)(1쨌)， Wrrruúties in α>bersjXX:e， 따빼1: 

없ltl어ge. 

SIX>i쩌， B. 지음， 김재원 외 옮김(a))1)， Ir사회언어학~， 박이정. 
Vmograchva, Nma(JXX)), <.À1 the Furrtiα1S of 뻐lssi없1 0m:뀐lter Subianguage in 

@聊rison with other Sub때聊ge 뼈 뼈아S， 창립 제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사회언어학회. 

wα-dhal핑， R 지음， 박의재 옮김(1뺑)， Ir사회언어학~， 한신문화샤 



244 국어교육연구 재11집 

.，Abst떠ct 

Expression Styles in Computer Chatting Rooms and 

Strategie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벼n， sur망케l 

Thiss빼r 없rrñnes 얹JreSSional styles 뼈 때ans f(π the 어뼈tion of Korean 

l때u앵e in COITp.lter 대a띠ng roJIllS, W비.ch 하e relevant to hy따뼈t， as a part of 

뼈g빼 the con따1ts ar떠 Iretl때S of hYIXJ뼈t 얹pressiα1 뼈.tcation. 

터rst， 뼈::ause of the ‘anonymity’ of 따따lter cha띠ng rooms, 여때e 때1 

않pression t1뼈rtì뼈I핑S 뻐따>ut 때x:ea뼈.On 뼈 0따f 뻐피， ar뻐1ymity 떠U앙경 

H없빼 하피 m뼈떠nes 파19UÏstic rmrality. Conversations in COOlXlter chatting 

room; occur 따uugh direct fet화밟k 뼈I땅 ‘interætion.’ Because many I'rel:퍼I땅S 

빼 conversatiαlS in ∞때lter c띠며ng room; 없 따뼈O떠뼈， 뾰y are rrore 

irr뼈었Ja! t11an siocere, 뼈 !X>li따leSS 뼈 rules neces잃ry for conversation 뾰 

often igno뼈 대핑띠ge in chatting rOJIllS is exl이angoo by 않았s， but they con:빼 

어퍼 리댄mts， 빼ch are exα$뼈 thro뼈1 the rmuth, as we1I as 뼈1-뼈l 

elerrents. 까mt is, 뼈 lar핑uage is 때xoo 뼈thoralwαùsarxl 없m머 wαÙS. 

TeI없JIm빼cation lar땅뻐ge is u뼈 벼g회 on strategies for αeser껴ng 

effil때q，t.I1a깅e for preservir핑 expres외찌ty， 없피 Fδ，ycho!앵i떠1 fac따'S. Alt1nIgh 

었æ view it r쩔atiVi어y sayir핑 that it òestroys 파g띠stic norms, its IX>SÍtive 앙de 

of αeative 뼈1ization of 뼈ts is not r빼따ible. πJe reason 뼈t such 

telæorm빼cation 1뻐밍l앵:e is 며℃영voo κ횡.ativl머y is its ir떠uence on everyday 

때핑uage. Concemir핑 뼈 influeoce, further re;짧'Ch is l'ffJ.뻐'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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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g당1 떠atE최 totl웅 뼈.ICatiαlof 않rces혀αlin 00:따rterch따마19 roo:ns is 

IrnStly focus외 on t리없:mrIUl11lC빠α1 lat떻1짧e. As the ~t re:짧당ler 

investiga때 m 빼d따 αlIltents in Wri빼 킹퍼 없æn 벼맹lage llie in the 꺼l 

뻐ca뼈 CunicuJa 외so 없1 rr뻐피y 뼈th the destructiα1 of lir멍uistic norrns by 

따없)l'ffi삐lÏcation lat핑U맹e 없xi αublem.<; in Jinguistic Im:머ity. 

Thus, the researcher ααX>SeS I빼s for 뼈 뼈.JCatiα1 of Korean 대핑U짧e 

I에a뼈 toÐ때-es혀αlS in 때1삐.rter ch빼땅 roo:ns as follows. CD It is necessary to 

\.lI'lOO:양때 때￠αmumicatiα1Iar땅uage p:>SÏtiVI머y， 1쩔ardir뿜 it as a sociaJ diakrt 

(2) In a 였1않， a밟뺀iations， amticons (amtion i，뼈s) 때 syrr빼ic words 없 

l뻐gu떻e αæ디에 w비ch are necess킹y for 어'ficient αlIlversations in 

@πm피cation. @ Ex며tthe 않arr빼es presen뼈 in (2), 뼈econn뼈lÏcation 

l때gu떻e 양XJUid 1α be transferred to everyday lar앵U짧e， arrl fl어 뼈s s따:lents 

must learrl grammar in뼈sivc잉y 뼈 have an 뼈lity to distir핑uish 때빼 worJds 

hαntheI뻐 world @Stt빼lts rrnst be 밍ven not 에ly tl없roc f였ucation on the 

charocteristics of 뼈 m넙 없tUaJ words lxIt aJSO 어le 1당ated to αJI1versatiα181 

앉없siαlS in COIlllI없 이a벼I핑 rooms in ‘하:XIDl’ 때 ‘N때B뼈’ cJasses. 

[없TW때] cmp뼈 다빼I핑， armyrrity, (J'머 빼 빼j외 뻐æ， 뼈ronmn빼m 

l뻐밍l앵e， 뼈ICati，α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