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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新語)를 

통한 문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 목록을 선정하여, 신어 목록을 기반으로 독일어권 학습자의 

‘문화 간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꾸준히 많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자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독일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충분한 한국 문화 간 이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과 한국학 교육의 목표 모두에 부합하는 ‘문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이 되는 것이 바로 현실 문화에 가까운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 목록이

라고 할 수 있다. 

  신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어휘 교육은 아니다. 신어는 말 그대

로 ‘새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하며 한국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어에 내포된 문화 현상을 유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신어는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간 문화에 있어 현대 한국 사회·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통해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을 제

시할 수 있다.

  그간 신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어의 단어 형성적 측면에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의 문화 현상 측면에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본 연구는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것인데 이 역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대부분의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

자는 한국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한국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충분한 한국 문화 간 이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은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에게 

신어를 도구 또는 키워드로 사용함으로써 가르칠 때 신어의 유형뿐만 아니

라 한국어 신어가 담겨진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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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 현대 사회·문화를 반

영하는 목록을 사용 빈도, 시사성, 학습자 요구, 교사 요구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므로 이들은 중요한 추출 경로가 되었으며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

집은 역시 대표적인 수집 경로이었다. 공시적으로 보면 신어의 효용성이 크

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에 초점을 두었으나, 전체 사회·문화적 흐름을 

보기 위해 더 오래된 자료도 신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신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개

념 및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필

요성을 밝히고,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문화 및 신

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신어를 통

한 언어문화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신어 안에 반영된 현

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언어 안에 내재된 사회·

문화 현상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언어문화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 주고, 

언어 간 또는 문화 간 비교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의의는 신어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여 언어

와 문화를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는 점이다. 독

일어권 학습자에게는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신어’라는 도

구로 사용함으로써 흥미롭게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한국 현대 문화, 신어, 신조어, 이해 어

휘,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 문화 간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

력, 사회·문화 현상

  학번 : 2015-22405



- iii -

차 례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2.1. 어휘 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 ····································································· 3

  2.2.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관련 연구 ··························································· 5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6

II.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 9

1. 신어와 문화 ········································································································· 9

  1.1. 신어의 개념 ··································································································· 9

  1.2. 신어의 분류 ································································································· 11

   1.2.1.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분류 ································································ 11

   1.2.2. 어원에 따른 신어의 분류 ···································································· 17

  1.3. 신어의 언어문화적 특성 ··········································································· 18

2.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 ································································· 23

  2.1. 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 23

  2.2.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 신어의 교육적 효용 ····················· 25

  2.3. 한국과 독일 간 신어의 문화적 양상 비교 ··········································· 28

III. 학습자의 신어 사용 양상과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 30

1. 학습자의 신어 인식 사용 양상 ····································································· 30

  1.1. 조사 대상 및 방법 ····················································································· 30

   1.1.1. 조사 대상 ································································································ 30

   1.1.2. 조사 방법 ································································································ 33

  1.2. 분석 결과 ····································································································· 36

   1.2.1. 신어 사용 양상 ······················································································ 37



- iv -

   1.2.2. 신어 인식 양상 ······················································································ 44

   1.2.3. 신어 학습 요구 ······················································································ 51

2.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성 ····································· 59

  2.1.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의 선정 ······························································· 60

   2.1.1. 목록 선정에 사용된 신어 자료의 출처 ············································ 60

   2.1.2. 목록 선정 기준 ······················································································ 61

   2.1.3. 목록 선정 결과 ······················································································ 67

  2.2. 문화 교육용 신어의 교육 내용 구성 ····················································· 68

   2.2.1. 목록 배열 방안 ······················································································ 68

   2.2.2. 신어의 내용 정보 제시 방안 ······························································ 71

   2.2.3.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제시의 예시 ················································ 76

IV.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실제 ····································· 80

1.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목표 ··························································· 80

2.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내용 ··························································· 82

  2.1. 신어에 반영된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함의 ·························· 82

   2.1.1. 경제·사회 ································································································ 85

   2.1.2. 교육·취업 ································································································ 87

   2.1.3. 성격·인간관계 ························································································ 88

  2.2. 언어 간 문화 비교 ····················································································· 89

3.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방법 ··························································· 92

  3.1.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함의 추론하기 ·········································· 92

  3.2.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적 가치 비교하기 ·········································· 94

  3.3.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 97

V.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11

※ Abstract ············································································································· 129



- v -

표 차례

[표 I-1] 연구 대상 및 방법 ················································································· 7

[표 III-1] 조사 대상자 구성 ·············································································· 30

[표 III-2]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 31

[표 III-3]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 ······························· 31

[표 III-4] 조사를 위한 신어 출처 정보 ·························································· 33

[표 III-5] 조사 일정 및 계획 ············································································ 34

[표 III-6] 사후 인터뷰 대상 학습자 ································································ 35

[표 III-7] 설문지 문항 구성 ·············································································· 36

[표 III-8] 신어의 사용량 ···················································································· 38

[표 III-9] 신어를 사용하는 상황 ······································································ 39

[표 III-10]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신어를 접하는 경로 ·································· 40

[표 III-11] 독일인 학습자가 신어를 접하는 경로 ········································ 41

[표 III-12] 제시된 신어 중 알고 있는 어휘 ·················································· 42

[표 III-13] 제사된 신어의 사용 상황 ······························································ 43

[표 III-14] 신어 조어법 인식 ············································································ 46

[표 III-15] 신어 어종 인식 ················································································ 47

[표 III-16] 신어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모습 ············································ 49

[표 III-17] 신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 ········································ 52

[표 III-18] 교실에서 신어가 다루어졌던 범주 ·············································· 52

[표 III-19] 신어 학습의 동기 ············································································ 53

[표 III-20] 신어 학습의 관심 영역 ·································································· 54

[표 III-21] 신어 학습의 방법 ············································································ 56

[표 III-22] 신어 학습의 관심 분야 ·································································· 58

[표 III-23] 신어 목록 작성 자료 ······································································ 61

[표 III-24] 온라인상에서의 언급·사용 빈도에 따른 신어 추출 ················ 62

[표 III-25] 목록 선정 결과 어휘 ······································································ 67

[표 III-26] 신어 목록 배열 ················································································ 70



- vi -

[표 III-27] <신어> 표제어 제시 원칙 ··························································· 71

[표 IV-1]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목표 ······················································ 82

[표 IV-2] 문화범주 가치관 ················································································ 83

그림 차례

<그림 II-1> 신어 분류 체계 ············································································· 12

<그림 III-1> 조사 절차 ····················································································· 33

<그림 III-2> 신어 목록 어휘 기술 방식 ······················································· 76

<그림 IV-1>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내용 ··············································· 84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들을 

추출하여 교육용 신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일어권 학습자의 

‘문화 간 이해 능력’1)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2) 함양

을 돕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므로, 독일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학과의 교육 목표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학은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공과 관련된 연

구, 특히 한국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

은 물론 고급 한국어 능력 역시 갖추어야 한다.3)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독

일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충분한 한국 문화 간 이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

1) 배재원(2014: 134)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간 이해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문화 교육에서의 의미와 개념에 있어서 ‘문화 간 이해 능력’은 첫째, 

목표 언어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지표와 특성에 관련된 지식, 둘째, 

자국 문화와 가치에 비추어 실제 자신의 삶에의 적합성 혹은 수용 가능성 여부

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셋째, 복합적이면서 중심이 있는 ‘문화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다.

2) 하임즈(Hymes, 1972)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암시적인 지식(tactic knowledge)’과 이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ability for use)’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은정과 이영석(2009)에서는 1882년 한독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함

께 상호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발전해 왔으나 한국과 독일의 학문적 관

계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기선(1999)은 ‘독일의 한국학 연

구’나 ‘독일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고 지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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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목표 모두에 부합하는 ‘문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을 만드는 데 있

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현실 문화에 가까운 한국 문화를 반영하

는 신어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신어 목록을 제시한 연구들을 보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

집4)에서 소개된 신어 중 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어의 형성법과 외래어

의 영향 등을 조사만 하고 목록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신어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며, 이를 교육의 도구, 또는 키워드로 사용함으로써 

독일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의 현재 모습을 알려 주고 학습자의 한국 문

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킬 것이라 본다.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근

거로 한 본고의 신어 목록은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 능력 역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

국어 문화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신어를 추출하고, 그에 담긴 

한국의 문화 현상과 한국인의 가치관에 따라 추출된 신어를 분류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독일인 학습자의 신어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신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신어와 문화의 관계를 밝혀낸다.

4)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 관련 조사 사업은 신어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 공유의 불평등을 해소

하는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

다. 또한 유의미한 신어 자원을 주기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어 어휘 자원을 풍

부하게 하고 언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조사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이다(2014년 <신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제시된 수행 연구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기에 생성된 신어의 추출 및 선정.

  둘째, 각 시기에 생성된 신어의 정보 기술 및 편찬기 등록.

  셋째, 각 시기 전 <신어> 자료집에서 제외된 구축 신어 중 비선정 항목 선별 

및 선정 항목 편찬기 등록.

  넷째, 각 시기에 <신어> 자료집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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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독일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 목록을 추출한

다.

  셋째, 추출한 신어 목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 학습 모형과 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그간 독일어권 혹은 독일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14편밖에 없으며, 연구의 내용은 교재(3편), 문법(7편), 발음(1편), 어휘 

교육(2편), 문학(1편), 문화 교육(1편)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신어에 대

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어의 단어 형성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가 가장 많았

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의 문화 현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고

의 대상인 독일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2.1. 어휘 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

  신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신어의 개념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원의 <신

어> 자료집을 대상으로 어휘를 추출하여 신어 목록을 구축한 연구 그리고 

신어 교육 관련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이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신어의 개념은 다양하며 논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남기

심(1983)은 ‘새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

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이미 있더라도 새뜻이 주어

진 것을 말하여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포함 된

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광해(1993)에 따른 신어의 정의는 ‘언어 사회

의 물질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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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였다. 또는 문금현(1999)에서 

신조어·신생어는 ‘새로 생긴 말’을 의미하며, 이들 아우르는 개념이 신어라

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조어’와 ‘신어’라는 용어는 구별

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은 1994년부터 거의 매년 출간된다. 

<신어> 자료집에서는 유의미한 신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신어 수집의 목표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어의 단어 형성법이나 신어의 형태·의미적 특징을 살폈다. 전명미와 최동

주(2007)는 2002, 2003, 2004년의 <신어>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며 신어의 단어 형성법적 특징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명미

와 최동주(2007), 장혜연(2007), 전명미(2005) 등과 같은 연구는 신어에 

내재된 사회·문화 현상을 다루지 않고 신어의 형성법에만 주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신어를 다룬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김일환(2014)는 연구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2000년-2012년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명사 대상으로한 연구로  해당 신어

의 사용 양상을 추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어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

족(族), ~여(女), ~남(男), ~파라치((pa)parazzi)’ 등에 의한 신어 생성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신어 생성 절차의 생산성과 해당 어휘의 

정착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렇듯 김일환

(2014)은 신어에 내재된 현상에 주목한 몇 안 되는 연구이긴 하나 여전히 

그 초점을 조어 과정에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셋째,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가 가지는 활용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신어를 다룬 선행 연구도 거의 없다. 최은희

(2015)에서 제시한 신어 교육 방법은 2014년 신어 중 파생어를 중심으로 

구안한 것이다. 이래호(2011)에서는 신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법에 대

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신어 교육 방법과 문화를 

활용한 신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표현 어휘보다 이해 어휘에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신어 및 신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어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신어의 다양한 형성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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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 신어에 내재된 사회·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어는 한국 현대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2.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관련 연구

문화 교육은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체험(cultural exerience),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 다양한 경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은 어휘, 즉 신어를 통해 한국 현대 사회·문화를 살

펴본다. 김독호(2012)에 따르면 언어는 문화의 직접적인 실현체이며, 문화

는 언어 형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내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 교육 관련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

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선(2004)은 언어문화 능력 함양의 관점에서 중국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문학작품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주열(200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을 위해 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김은

희·이미향(2013)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교육에서 한국 광고와 방송을 수

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문학이나 비언어

적인 대중 매체와 같은 자료 등을 문화 또는 언어문화 교육에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한국 문화는 

다소 제한적이고 실제 한국 현대 문화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보다 문화 교육에서 이용할 자료는 한국어를 통한 소통의 양상을 잘 반영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적 

자료로 신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 교육의 자료로서 신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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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주요 교육 제재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에서도 충

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문화 교육 및 언어문화 

교육과 관련한 박영순(2001, 2002), 김대행(2003), 성기철(2004), 이미혜

(2004), 최정순(2004), 조항록(2005) 등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민현식(2004) 등의 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찾을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 다룰 대상 어휘는 한국어 신어이다. 어휘 교육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에 담긴 한국 

현대 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하므로 신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

육을 하고자 한다. 신어는 언어와 현대 문화의 관계를 나타내며 학습자에게 

한국 현대 문화의 다방면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사용할 대부분의 신어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 추출

하였다.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 선정한 신어의 등재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신어가 만들어진 해당 연도에 사용빈도가 높을 경우 바로 신어 목

록에 등재시킨다. 과거에 만들어진 신어 중에서 만들어진 당해에는 사용 빈

도가 낮아 신어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2014)5)에 와서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경우 '미등재어'로 신어 목록에 재편입시킨다. 따라서 단순히 신어의 

생성연도만으로는 신어를 신어로 정의할 수 없으며 사용 빈도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예컨대 ‘운발’6)이라는 단어는 2009년도에 만들어져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미등재어'라는 항목으로 포함시

키고 있다. 

5) 국립국어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신어 자료집은 2014년 <신어>이다. 2015

년 <신어>는 현재(2017년 1월) 공개되지 않았다.

6) 사실 ‘운빨(運빨)’(2006)이 ‘운발(運발)’(2009) 보다 먼저 생성된 신어로, ‘운

발’은 ‘운빨’의 어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빨’보다 나중에 생성된 신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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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 방법

II장

� 문화 개념

� 언어 간 문화 

현상 검토

� 문화 교육 관련 연

구

� 신어 특징 관련 연

구

� 신어 문화 교육 관

련 연구

� 문헌 연구� 신어 개념

� 신어 특징 정리

� 신어 문화 교육

의 의의 고찰

III장

� 독일어권 학습

자의 신어 사용 

양상

� 설문 조사 자료 분

석

� 연구 대상: 독일어권 

학습자 40명과 한국

인 모어 화자 40명

� 학습 설문 응답 분석

� 독일어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대

상으로 사후 인터뷰

  또한 본고에서는 신어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연구 대

상을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20대 한국어 모어 화자로 한정하였다. 언

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독일어권 학습자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생이다. 현재 독일어권 7개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각 대학

교마다 교환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석사 과정, 한국어 교재, 연구 초점 등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능력에 차이가 

있다.7) 신어는 복잡한 어휘인 만큼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다. 다른 대학교와 달리 튀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전공생들은 

중급(3·4학기)을 의무적으로 한국 자매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수료해야

하므로 비교적 높은 어휘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튀빙겐 대학교 중·고급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1] 연구 대상 및 방법

독일 대학교 과정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학/석

Freie Universität Berlin 학/석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학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학/석

Ruhr-Universität Bochum 학/석

Universität Hamburg 학/석

7) 독일어권 대학교 한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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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를 반

영하는 신어 목

록 작성

� 신어 추출 자료: 방

송, 소셜 네트워크,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

� 어휘 선정 기준에 따

라 목록 선정 <「표

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과 <신어> 자

료집 제시 원칙 검토

IV장

� 교육 내용 체계

화

� 신어 목록의 범주화 

기반으로 내용 추출
� 질적 분석

� 교육 방법 구체

화
� 신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료

� 문헌 연구
� 교수 학습 모형 

구축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는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을 도출하게 된 

이론적 배경 개념 및 교육의 범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해외의 연구를 포

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문화 교육과 신어 교육의 실태를 분

석하고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이 갖는 의의를 제

시한다.

  III장에서는 독일어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두 집단의 신어 사용 양상, 신어 인식 

양상 그리고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학습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는 

이를 반영하여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선정하고, 신어 목록에서 나타나는 각 의미 범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 한국 방송과 소셜 네트워크 자

료를 중심으로 사용 빈도, 시사성, 학습 요구, 교사 요구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신어를 추출, 신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과 <신어> 자료집을 통해 어휘의 제시 방식을 검토한 후 이를 선정

한 신어의 교육 목표로 적용하였다.

  IV장에서는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교육 방안을 수립한다. 신어에 반영된 한국의 현대 

사회·문화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에 내재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실제적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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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신어와 문화

1.1. 신어의 개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신어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표현력의 보강을 위해서 나타난다. 신어 교

육의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신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확

인해 보고자 한다. 각 사전에 등재된 신어의 개념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어·새말·신조어를 ‘새로 생긴 말, 새로 

귀화한 외래어’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어학사전>에서는 신어를 

‘새로운 단어, 또는 존재하고 있던 단어지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

을 경우, 그 외에도 외국어 또는 전문분야, 특수한 사회집단의 용어로부터

의 차용어 그리고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소멸된 뒤 다시 새로 쓰이기 시작

한 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어교육학

사전>과 <국어학·언어학용어사전>에서는 신어·새말을 각각 ‘새로 생겨나

서 그다지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새말’, 그리고 ‘새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새로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모든 단어, 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단어

의 전혀 새로운 뜻’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사전>에서 나타나는 새말

의 정의는 ‘외래어까지도 포함하여 새로 나오는 말을 통칭 하는 뜻’을 말하

며,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독 사전>에서는 신어·신조어를 ‘새로 만

들어진 말(ein neues [neugeprägtes] Wort; Neologismus.)’로 정의하고 있

다.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사전에서는 ‘새로 유입된 차용어’, ‘새로

운 의미가 첨가된 말’,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의미로 ‘신어･신조어･새말’

를 정의하고 있어 ‘새말’과, ‘신조어’가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독

일어 ‘neugeprägtes Wort, Neologismus’도 사전에 따라 신어, 신조어, 새말 

등으로 번역하고 있어 역시 신어, 신조어 그리고 새말이 동일한 개념으로 

기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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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정의를 종합해 보면 신어는 첫째, 아예 새롭게 창조된 말, 둘째, 기

존 언어로 새롭게 만든 말, 셋째, 기존 언어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여 생긴 

말, 그리고 넷째, 외래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금현, 1999). 일반적으로 

신어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는 신조어이다. 신조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전명미(2007), 이수진(2013) 등의 연구들을 보면 연구의 초점이 신

조어 조어법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한국어 신어가 반영하는 한

국 언어문화 교육에 있으며, 선행 연구와 다르게 논의를 신어 형성 과정(조

어법)에만 국한하지 않으므로, ‘신조어’ 보다는 ‘신어’라는 용어를 사용해 

더 넓은 범위에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문화·제도의 발달과 도입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

기 위해 신어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의 증가로 신어의 유통 주기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최

근 신어 생성 양상은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사소

통의 매체가 다양화된 사실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대상의 폭이 확대되고, 점차 언어의 경제성과 유희성을 추구하면

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8)

  또한 신어와 관련된 담화에서 어떤 한 신어를 얼마동안 신어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표준국어대사

전>에 등재된 신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어이더라도 그 쓰임이 

비교적 오래되고 한국어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어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된다. 실제로 2008년 개정 당시, 1999년 발간 이후 널

리 사용된 일부 신어가 등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몰래카메라’, ‘피

시방’, ‘비밀번호’ 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사전에 신어를 등재할 때, 어느 순간 쓰이다가 사라지는 말은 등재

하지 않는다. 즉 해당 신어의 쓰임을 지켜 본 뒤 그 쓰임이 일반화되면 사

전에 싣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말뭉치를 사용하여 많이 쓰이는 단어를 조

사한 뒤, 쓰인 기간, 의미, 표준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표제어 자료를 만

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보완 심의회에서 검토

8) 신어의 왕성한 생산은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정보 공유의 불평

등 문제, 국가 지식 정보 체계의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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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신어를 사전에 싣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말이 뉴스

나 신문에 쓰이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바로 오르기는 어렵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의 어휘 구분에 따르면 해당 해에 생성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의 경우 ‘신어’로 올리고, 해당 해에 사용 빈도가 낮

았다가 높아진 어휘의 경우 후에 ‘미등재어’로 올린다. 그러므로 미등재어

는 신어의 하위 분류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신어는 생성 시점으로부터 1년

이 지났다고 해서 신어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신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그 신어를 새로운 어휘로 인식하는 동안에는 그 어휘를 신어라 말

할 수 있다. 즉,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따라 해당 어휘가 신어인지 아닌지 

결정된다.

1.2. 신어의 분류

  어휘의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신어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

라 단어 형성법이나 어원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9) 비록 본고는 신어의 문

화적 특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긴 하나, 신어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

어법과 어원에 따른 기존 연구에서의 신어 분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1.2.1.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분류

  문금현(1999)은 신어를 형성 과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

품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계

단어 수 239 4 1 2 246

비율(%) 97.15% 1.63% 0.41% 0.81% 100%

9) 신어는 품사에 따라서 역시 분류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생성된 신어는 명

사이므로 이러한 분류가 중요하지는 않다. 실제로 2014년 <신어> 자료집에 수

록된 신어 중 97%는 명사 또는 명사구이다. 즉, 동사, 부사, 형용사의 생산성은 

명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와 형용사는 새로운 단어가 생산

되기보다는 ‘-하다’, ‘-지다’가 붙어 파생된 것이 많았다. 2014년 품사별 신어

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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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크게 기존 형식을 이용하는 신어와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은 신어

로 분류된다.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 신어는 아예 새로 생긴 말인 ‘신

생어’와 외국어에서 형성된 ‘차용어(loanword)’로 다시 분류된다. 반면, 기

존형식을 이용하는 신어는 ‘단일어(simple word)’, ‘파생어(derived word)’, 

‘합성어(compound word)’, ‘축약어(abbreviation)’, ‘혼성어(blending)’와 같

이 네 가지의 하위 분류로 나뉘게 된다.10) 구본관 외(2015:115)에서의 ‘단

어의 분류(II)’를 참고하여 신어의 분류 체계는 <그림 II-1>과 같이 나타

낸다.11)

신어

단일어

복합어

차용어

신생어

혼성어

축약어
기타

파생어

합성어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

<그림 II-1> 신어 분류 체계

  또한 김정아 외(2013), 김일환(2014), 남길임 외(2015)는 신어의 형성

10) 구본관 외(2015: 113-115)에서는 형성 방식에 따라 단어의 유형을 단일어

(simple word)와 복합어(complex word)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 단어가 형성

된 방법을 고려하면 단어 형성 방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1) 그 외에도 다양한 단어형성 방식이 존재하지만 본고의 단어 분석에서는 <그

림 II-1>만 다루기로 한다. 추가적인 단어형성 방식은 구본관 외(2015:11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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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지만 신어의 문화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

다. 본고는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나타나

는 신어를 예시로 제시하여 신어의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신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2.1.1. 단일어

  단어 형성법에서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작은 형

태소로 분석할 수 없다. 김일환(2014)에 따르면 단일어(simple word)인 

신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12) 단일어인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덕후: 마니아를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를 본뜬 인터넷 조어.

  본좌13): 대가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

  이때 단일어인 신어의 경우 그마저도 ‘덕후’와 같이 어원 상 외래어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즉, 고유어이면서 단일어인 신어는 특히 더 드물다. 이렇

듯 대다수의 신어는 단일어가 아닌 파생어나 합성어이다. 이렇듯 대다수의 

신어는 파생어나 합성어이다.

   1.2.1.2. 파생어

  파생어(derived word)는 복합어(complex word)의 한 유형이다. 이는 어

근(root) 또는 단어끼리 결합하여 생성된 어휘이다. 파생어는 다시 접두 파

생어(앞에 파생 접사가 결합할 때)와 접미 파생어(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

12) 김일환(2014: 105)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어 중 외래어를 제

외한  단일어인 신어는 2개가 전부였다. 또한,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단일어

가 신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13) 한자어 ‘본(本)’과 ‘좌(座)’는 모두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취급하는 것은 

더 적합한 것이지만 김일환(2014)에서 ‘본좌’를 분석하지 않으며 단일어로 취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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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로 나뉜다. 접두와 접미 파생어에 해당하는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

다.

(2) 접두 파생어

  역(逆): 역쇼루밍, 역저격, 역파놉티콘

  신(新): 신당권파, 신병풍, 신성장동력, 신연비

  무(無): 무성애, 무실기, 무안경 방식, 무파행, 무정액 영수증, 무차선

(3) 접미 파생어

  남(男): 뇌섹남, 애완남, 애정남, 초식남, 훈남, 

  녀(女): 개념녀, 개똥녀, 김치녀, 딸녀, 부킹녀, 스시녀

  족(族): 니트족, 댓글족, 몰링족, 빨대족, 밥터디족, 셀프족, 포미족

  짱14): 글짱, 맘짱, 싸움짱, 쌈짱, 학교짱

  꾼: 새김꾼, 서평꾼

  어(語): 연관어, 채팅어, 총칭어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대부분 한자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신어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접두사보다 접미사가 더 다양하다는 것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미 면에서는 ‘사람’ 관련 신어가 가장 활

발하게 생성되었는데 이중 접두사 ‘무(無)’에 의한 신어와 접미사 ‘남(男)’, 

‘녀(女)’, ‘족(族)’에 의한 신어가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2.1.3. 합성어

  합성어(compound word)도 파생어와 마찬가지로 복합어(complex wor

d)15)의 한 유형이다. 이는 둘 이상의 어근(root) 또는 어기(base)로 구성

14) 접미사 ‘남(男)’, ‘녀(女)’, ‘족(族)’, ‘꾼’, ‘어(語)’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접미

사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짱’ 같은 경우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

어를 다룰 때는 ‘짱’도 접미사로 취급한다.

15)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comlpex word)’라 한

다(고영근·구본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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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단어이다. 즉,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혹은 어기와 어기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합성어인 신어의 예는 (4)과 같다.

(4) 방(房)16): 호박방, 마작방, 선플방

  몰(mall): 스마트몰, 펀드몰, 할인몰

  즘: 네카시즘, 뉴어버니즘, 모다니즘, 맥시멀리즘, 푸어리즘

  폰(phone): 거울폰, 고속하향폰, 넷폰, 리퍼폰, 메가픽셀폰, 모바일폰, 몬

스터폰, 백폰, 복제폰, 분실폰, 소프트폰, 수다폰, 습득폰, 스윙폰, 알뜰폰, 

위도모바이폰, 일반폰, 자급폰, 중고폰, 차명폰, 캠코더폰, 커플폰, 탈옥폰, 

투명폰, 특화폰, 틈새폰, 폴더폰, 풀터치폰, 하드폰, 회장님폰

  푸드(food): 로컬푸드, 수퍼푸드, 숲푸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성어인 신어의 경우 대부분이 외래어를 포

함하고 있으며 한자어 ‘방(房)’이나 영어 단어 ‘몰(mall)’, ‘폰(phone)’과 같

은 특정 어근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미 면에

서 핸드폰에 대한 신어들이 많이 생성되었는데, 이러한 신어들은 핸드폰이

라는 새로운 기기의 도입이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핸드폰이 

현대 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통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2.1.4. 혼성어

  혼성어(blending)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단어들에서 일부만 절단되어 합성된 단어를 혼성어라고 한다.

(5) 슈머(sumer): 드림슈머, 리뷰슈머, 블루슈머, 큐레이슈머

  노믹스(nomics): 근혜노믹스, 사르코노믹스, 아베노믹스, 오바마노믹스, 

위미노믹스, 위키노믹스, 컬처노믹스, 푸티노믹스

16) 김창섭(1996)에서는 (4)에 나타나는 명사로서의 ‘방(房)’의 경우 다양한 단어

의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여 점차 파생 접사의 성격을 가지게 된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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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치(parazzi): 봉파라치, 선파라치, 쌀파라치, 쓰파라치, 영파라치, 카

파라치, 트파라치, 팜파라치

(5)의 ‘슈머(sumer)’, ‘노믹스(nomics)’, ‘파라치(parazzi)’는 ‘con-sumer’, 

‘eco-nomics’와 ‘pa-parazzi’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들은 혼성 과정에서 단

어의 첫음절이 탈락되고 ‘슈머, 노믹스, 파라치’만 남아, 다른 단어와 합성

되어 새로운 신어를 생성하는 것을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성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구성 요소에 설명이 없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

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슈머’는 영어인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슈머’

로 끝나는 영어 단어(assumer, presumer, resumer, 등)가 많기 때문에 정

확한 의미의 파악을 위해서는 ‘슈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 신어

가 사용되는 맥락이 필요하다.

   1.2.1.5. 축약어

  혼성어(blending)와 달리 축약어(abbreviation)는 단어의 결합뿐만 아니

라 구나 문장 등을 줄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6) 셩장(←수영장)

  이프트(←if this then that)

  너곧나(←너의 의견이 곧 나의 의견이다.)

  (6)에서 언급된 신어는 단어 또는 구나 문장을 줄여 만든 것이다. 축약

어화 된 신어들은 ‘너곧나(너의 의견이 곧 나의 의견이다.)’ 완결된 문장을 

줄여 만들거나 ‘이프트(이프 디스 덴 데트)’와 같은 구로 만들 수 있다. 또

는 ‘셩장’의 ‘수영’은 아예 한 글자 ‘셩’으로 줄여 생성된 신어이다. 이러한 

신어는 특히 온라인 상에서 생성되는데 이 사실은 전병철(200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의 예시를 통해 신어의 다양한 조어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신어

의 분류에 있어서 원어에 따른 신어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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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어 먹질, 주머니껏, 낚시글

한자어
면창족(←面窓族), 성대결(←性對決), 화석 선배
(←化石先輩)

외래어
트윅스터(←betwixt+-er), 힙스터(←hippster),  
디벗(←divot)

고유어+한자어 먹토(←먹다+土)

한자어+외래어 줌데렐라(←아줌마+Cinderella)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밥터디족(←밥+study+族)

1.2.2. 어원에 따른 신어의 분류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서는 신어를 형성 방식 외에도 기원에 따

라서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어는 크게 한 가지의 원어로 이루어진 

‘단일어원’ 신어와 두 가지 이상의 원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원’ 신어로 분류

할 수 있다.17) 어원에 따라 신어는 기본적으로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나뉘는데, 외래어 중에서도 영어의 비중이 제일 크다. 단일어원 신어와 복

합어원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단일어원

(8) 복합어원

(4)와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는 한국어 신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새로운 트랜드와 관련된 신어는 ‘폰(phone)’, ‘슈머(sumer)’, 

‘몰(mall)’ 등의 영어 어근이 사용된 신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당 외래어 신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가 생기

는 경향이 있다. ‘결혼도우미’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온 ‘웨딩 플래너’의 순

화어이며, 이를 대체한다. 즉 한국어의 신어 중 외래어에 의한 신어의 비중

17) 2005년 <신어>부터는 단일어와 복합어의 비율이 공개되어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4년 <신어>에 단일어원 신어와 복

합어원 신어는 각각 161개와 1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신어>에서는 

외래어로 이루어진 신어가 전체 신어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들 중의 90% 

이상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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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긴 하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당 외래어 신어에 대응하는 순화어 

신어가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신어의 어원를 통해 어떤 언어 혹은 문화권이 한국어 또는 한국에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정치, 예술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도 언

어에 미친 영향은 현재 한국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

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어의 출현 비율을 어원에 따라 비

교해 보면, 한자어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외래어의 비율은 꾸

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중 특히 영어 단어로 구성된 신어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18) (4)와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폰(phone)’, ‘슈머(sumer)’, 

‘몰(mall)’과 같은 단어는 문화적인 영향과,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잘 보

여준다. 그러므로 신어의 어원을 통해 한국어에 사회·문화적 특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1.3. 신어의 언어문화적 특성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행위 양식

을 담는 총체적인 개념이며, 언어는 그 구성원의 문화적 양태를 담는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구본관 2015: 69-70). 이렇듯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문화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

다. 이들을 연결시키는 분야는 바로 ‘언어문화(言語文化)’이다.

언어문화라는 용어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비롯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아직 그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

내·외 연구들에서 언어문화를 ‘language culture’, ‘linguoculture’19), 

‘linguacultura’20)와 같이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8) 2014년 <신어>에서 한자어의 경우 2012년도에 비해 그 출현 비율이 약 

30% 감소하였으며, 외래어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

19) Kostomarov, Vitaly and Evgenii Vereshchagin (1983): Jazyk i kul'tura 
[Language and Culture].

20) Risager, Karen (2006): Language and Culture: Global Flows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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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토마로브와 베레샤긴(1983)과 리사거(2006: 115)에서는 언어와 문화

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언어문화’라 붙여 씀으로써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대행(2003)은 일반문화가 역사, 지

리, 예술 등과 같이 광범위한 문화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언어문화란 언어 

자체에 내재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일반문화를 언어생활에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의 문화로 파악하였

다. 김대행(2003)의 정의에 이어 권오형(2009)에서는 언어문화를 ‘언어 자

체에 내재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라 정의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중, 먼저 민현식(2004)에서는 

언어문화를 언어영역에서만 나타나는 문화현상(언어영역에서 문화현상을 

찾는 제한적인 관점)과 모든 문화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문화영역에

서 언어현상을 찾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이석주(2002)는 언어문화에 해당되는 내용목록으로 11가지(겸손하게 말하

기, 부탁하기와 거절하기, 칭찬하기, 답하기, 모임에서 말하기, 신상에 관해

서 질문하기, 대화하는 태도, 아랫·윗사람 사이의 대화, 말의 속도, 말참견/

말끊기/비속어 사용, 금기적 표현)의 언어예절과 9가지(대우법, 호칭어와 

지칭어, 색채어, 존재와 소유, 나와 우리, 복수 표현, 중복 형태 사용, 형용

어 발달, 의미범위의 차이)의 언어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언어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언어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언어문화는 언어

에 내재된 문화를 의미한다. 문화의 일부분으로서의 언어와 언어의 일부분

으로서의 문화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언어문화는 삶의 방식 또는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것이며 언어에 문화가 반영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어는 곧 언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어의 출현은 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그 자체가 문화를 반영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어와 문화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

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문화의 개념과 양상은 다양하므로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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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

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

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

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윤여탁(2007)에 따르면 일반적

으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

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를 의

미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넓고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보콕(Robert Bocock, 

1992: 231-234)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다섯 가지의 주요한 정의로 설명하

였다.

첫째, ‘문화(culture)’는 15세기부터 사용된 단어인데, 이는 곡식을 재배

하거나 가축을 기른다는 의미로 ‘농업(agriculture)’과 ‘원예(horticulture)’

에사용되었으며 영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둘째, ‘문화’라는 개념은 16세기에 ‘경작(cultiv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작’의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구체적인 것에서 인간 정신과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확장한 결과이다.21) 그러나 단지 일부의 개인만이 양육된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부의 국가만이 – 주로 유럽 국가 -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16세기에 생겼다.

셋째, 계몽주의에서 발원한 ‘문화’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

휘한다. ‘문화’는 사회적 발전에서의 일반적인 세속화 과정을 언급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문명 또는 문화적 발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중심적이고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넷째,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Herder)는 복수의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

을 언급했다.22) 헤르더는 결정적인 혁신을 통해 복수의 ‘문화들’, 즉 한 민

족 내에 [그리고 민족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집단들의 특수하고 

21) 베니컨(Francis Bacon, 1605)은 ‘정신의 경작과 거름(the culture and 

manurance of minds)’을 통해 ‘문화’라는 표현을 인간 정신 관련 처음 사용하였

으며, 이를 이어 홉스(Thomas Hobbes, 1651)는 ‘그들 정신의 경작(a culture 

of their minds)’이라는 표현으로 ‘문화’를 발전되었다.

22)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84-91): 인간의 역사철학에 관한 사
상들(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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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감성은 낭

만주의 운동에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 폭넓게 발전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민속문화 fork-culture’ 개념을 포함하면서 처음으

로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다(Williams,1983: 

89).23) 그러므로 헤르더가 언급한 ‘문화들’은 삶의 방식, 공유된 가치와 믿

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는 네 번째 정의처럼 집단과 민족 내의 공유된 의미를 말

하는데, 다섯 번째 정의는 앞서 언급한 정의와 달리 ‘문화는 무엇을 하는

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문화’는 이 정의를 통해 하나의 사물(예술) 또는 

상태(문명)라기보다는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다섯 

번째 정의는 언어가 사회적 실천의 근본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공통의 언어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는 이 의사소통 

능력, 즉 의미를 교환함으로써 공유된 ‘문화’를 구축하는 능력 없이는 그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사

물과 사건은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때 바로 언어가 사물과 사

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기호와 상징을 이용하여 그것

들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한다. 한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실천을 통해 구축되고 교환되는 공통의 의

미집합을 공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화’는 한 집단 안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실천들의 집합이 된다. 이러한 다섯 번째 문화의 정의는 

신어와 문화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즉, 신어가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어의 생산은 곧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23) “It is necessary, Herder argued, in a decisive innovation, to speak of 

‘cultures’ in the plural: the specific and variable cultures of social and 

economic groups within a nation [and between different nations]. This 

sense was widely developed, in the Romantic move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orthodox and dominant ‘civilization’. It was first used to emphasize 

national and traditional cultures, including the new concept of 

‘folk-culture’.” Raymond Williams (1983): Key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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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플 = 선 + Reply  /  sunfull(sun + full) = full of 

sunshine

지금까지 문화와 언어문화, 그리고 신어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언어문화

는 삶의 방식 또는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것으로 언어에 문화가 반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신어는 기술의 개발이나 발전과 같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신어와 언어문화는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어는 말 그대로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말을 꾸준히 생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

어는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 말하는 신어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핵심어를 의미하

며, 신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문화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신어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와 관련된 대부분

의 신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20·30대 한국인들의 

어려운 삶을 반영한다. 특히, ‘아웃백(out100)’, ‘인구론(人9論)’, ‘이태백

(二太白)’과 같이 취업 문제에 관한 신어가 많은데 이는 신어에 젊은 세대

의 비판과 불만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부정적 

의미의 신어로부터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신어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이

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는 예 중 하나는 ‘악플’24)의 반대말로 2007년에 생

겨난 신어 ‘선플‘이다.

선플운동25)은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

글, 즉 선플을 달아주자는 운동으로 이때 선플은 악플의 반대의미로 사용된

다. 선플의 영어표기인 ‘sunfull’ 은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 세상’이라는 뜻

이며, 상징하는 꽃은 해바라기이다. 선플운동에서는 남이 잘되면 더 좋은 

것, 남이 잘되면 내가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서로를 위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따뜻한 한 마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운동이다.

24) 악플(惡플), 악의적인 댓글을 이르는 말.

25)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sunfu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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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

신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두 가지 분야, 어휘 교육 혹은 문화 교육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는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에 초점을 두었음으로 

이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이 절에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용어는 하임즈

(Hymes, 1972)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는 촘스키(Chomsky)의 ‘언어 능력

(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 대한 비

판에서 시작된 것이다.26) 촘스키(Chomsky)는 언어의 구조·문법과 어휘만

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27) 그러나 하임즈는 사람의 언

어 능력은 문법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언어적 인지능력, 언어의 사회문화

적 의미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언어의 사용이 

용인되는지에 대한 지식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된 형태의 능력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면서 하임즈는 이러한 통합적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이라 정

의하였다. 언어 능력이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언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때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은 

배경이 되는 문화에 부합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가 가지고 있

는 구조, 형태 등에 관한 언어적 지식은 물론 사회 문화가 요구하고 필요로 

26)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ory of Syntax.; Hymes, Dell 

(1972):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Pride & Holmes (eds.): 

Sociolinguistics. 269-293.

27) 촘스키(1965)의 언어습득장치 이론에 따르면 언어 습득에 있어서 사람은 머

릿속에 ‘블랙 박스(black box)’를 가지고 있다. 촘스키는 이를 ‘언어 프로세서

(language processor)’로 묘사하였다. ‘블랙 박스’에 구조(grammar structure)와 

어휘(lexicon)를 넣으면 언어가 실현된다. 즉, 촘스키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구조 또는 문법과 어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구사 가능하다. 이러한 촘스키의 

주장은 문화를 언어 습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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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칙들, 그리고 문장 이상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담화 규칙들과 비언어

적 의사소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목표 언어와 특정 문화에 부합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

소통 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임즈에 의해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 도입된 후 외국어 교육 분야에

서는 목표 언어에 대한 형태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맞게 목표 언어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목표 

언어의 원리나 문법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문화 이해가 중요한 교육 요소로 제안되었다

(배재원, 2014: 13). 커넬과 스웨인(Canale and Swain, 1980)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첫째,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어휘, 형태소, 통사론, 문장 단계의 의

미, 음운론 등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둘째,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문법적 형태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담화 구성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여러 문장이 연결된 글이나 말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능

력과 함께 일정한 상황에 맞게 글이나 말을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

고 넷째,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비언어적 자원을 활용함

으로써 부족한 언어자원을 보완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같은 

언어적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커넬과 스웨인(Canale and Swain)이 제안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를 바흐만(Bachman, 1990)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그는 의

사소통 능력을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

(pragmatic competence)’으로 크게 분류하고 ‘조직적 능력’의 하위 개념에 

‘문법 능력’과 ‘구문적 능력’을 두고, ‘화용적 능력’의 하위 개념에는 ‘언표내

적 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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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단지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 신어의 교육적 효용

문화 교육은 다양한 경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실 안팎

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체험(cultural experience)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적

으로 목표 언어권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학습자들이 자주

하는 문화 체험 활동으로는 서예,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체험은 한국 전통문화를 다루어 현대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학습자는 문학, 음악, 예술를 통해서도 목표언어권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면, 먼저 김경선(2004)은 언어문화 

능력 함양의 관점에서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 교육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주열(200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을 

위해 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김은희·이미향(2013)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

어문화 교육에서 한국 광고와 방송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문학, 대중 매체 등을 언어문화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언어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자료는 한국어를 통한 소통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

혀 나갈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그러나 문학이나 비언어적인 대중 매체와 

같은 자료는 이러한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습

자들의 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을 넓힐 수 있는 언어적 자료로 신어를 활용

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 교육의 자료로서 신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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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어를 교수·학습함으로써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신어는 교육 자료로써 매우 신선하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신어가 조어 과정에서부터  의미까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는 한국 어휘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어의 조어법은 다양하고 한국어 학습자한테 매우 복

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어를 통해 한국 어휘에 얼마나 많은 조어법이 

존재하느냐를 재미있는 예로 학습·습득할 수 있다. 또는 어휘의 구조를 통

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습득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어를 통해 한국 현대 사회·문화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언급

한 것처럼 신어는 변화를 말로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표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신어는 곧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신어는 한국 문화·사회의 

현대 모습을 키워드처럼, 즉 핵심 어휘로 표현하듯이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

어 학습자는 신어만으로도  한국 현대 문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어에는 한국의 현대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괴틀리히 

외(Göttlich et al., 2002)는 현 시대상이 곧 한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repräsentative Kultur)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주요 구

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어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 과정 혹은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동안에 한국 현

대 문화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한국의 현 시대상을 

알아야 한다.

신어는 특히 한국학과 전공생들에게 효과적이며 좋은 문화 교육 자료이

다. 한국학과 전공생은 많은 양의 텍스트 자료를 통해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는데, 신어를 활용하면 하나의 신어만으로도 많은 사회·문화적 내용을 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화 교육 자료로써 신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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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문학과 같은 자료들보다 접근이 더 쉽고 신선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신어 교육을 통해서 학습

자는 한국어 어휘의 단어형성원리를 배우게 되고, 유추능력과 언어적 감각

을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김미옥(2013)에서는 비한자어권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언어적 유추 능력의 신장이 읽기 능력 신장

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비한자어권 학습자들에

게 동기(同期, 動機)28)와 같은 한국의 동형·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어를 통해 유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들의 

한국어 읽기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읽기 뿐만 아니라 신어 교육은 말하기, 쓰기 등 여타의 기능 교육과도 

연계될 수 있다. 즉 신어를 통해 말하기나 쓰기 영역을 연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최은희(2015)에서는 말하기와 읽기 영역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신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자한테 그림 

자료29) 보여주면서 ‘부먹(부어서 먹는다)’과 ‘찍먹(찍어서 먹는다)’이라는 

신어를 노출시킨다. ‘부먹’과 ‘찍먹’을 신어로 인식하게 한 후에는 이들 신

어에 접미사 ‘-파(派)’를 붙임으로써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충 텍스트 자료를 제시한다.30) 텍스트를 읽고 나서 학습자는 

‘부먹파’와 ‘찍먹파‘의 뜻에 대해 이야기한다.

28) 2014년 제 3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주제는 ‘동기는 일을 시작하

는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에 관한 것이었다. 동기(同期) 혹은 동기

(動機)에 관한 것인 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더욱 한국어를 배우는 과

정에 유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9) JTBC ‘식샤를 합시다2’ 광고 그림 자료에 나타나는 텍스트:

A: 뭐요? 탕수육은 ‘부먹’!

B: ‘찍먹’이 정답!

C: ‘대충’ 먹지 뭘..

30) “[...]탕수육을 소스를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를 두고 윤두준과 서현진이 팽

팽하게 의견대립을 펼치는 모습이다.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어야 제격이라는 

‘부먹파’ 윤두준과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한다는 ‘찍먹파’ 서현진이 가벼

운 몸싸움도 마다 않고 자신만의 먹는 취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여기에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밥을 들고 있는 권율의 조합이 흥미롭다.” 출처: <스

포츠 한국> [201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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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육 방안은 읽기와 말하기, 그리고 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

수·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신어 교육은 여러 기능과 연계하여 다양

한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 문화적인 관점

까지 포함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기존에 없던,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 내용

을 연구하고자 한다.

2.3. 한국과 독일 간 신어의 문화적 양상 비교

지금까지 한국 신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독일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독일어 신어를 두덴(Duden, 2011)의 신어 자료

집 <우리 말 십개년 2000년-2010년(Unsere Wörter des Jahrzehnts 

2000-2010)>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31) 한국어에 비해 독일어에서

는 신어의 생산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한국어의 경우 2014년 <신어>에만 

334개의 신어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32), 독일어의 경우 <우리 말 십개년 

31) 두덴(Duden)은 단순히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구성된 문법서이기도 한

다.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은 한국어 신어의 대표적 자료집이며, 언급한 바

와 같이 많은 신어 관련 연구들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독일어 

신어 관련 국가 차원에서 발간한 신어 자료집은 아직 없으며, 국립국어원 <신

어> 자료집처럼 정기적으로 한 기관에서 독일어 신어를 연구하고 결과를 출간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독일 대표적 사전 출판사 두덴(Duden)에서 2011년에 

독일어 신어 자료집을 <우리 말의 십개년 2000년-2010년(Unsere Wörter des 

Jahrzehnts 2000-2010)> 출판하였다.

년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어휘 수 334 413 404 351 588 472

년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어휘 수 408 629 654 408 2.884 2.947

계 10.492

32) <우리 말의 십개년 2000년-2010년(Unsere Wörter des Jahrzehnts 

2000-2010)>에 수록한 신어는 두덴코르푸스(Dudenkorpus)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출되었다. 어휘 선정 기준으로는 (1) 대상 신어가 

여러 텍스트 종류에 나타나야 하며, (2) 두덴 편집부의 전문 지식이다. 즉, 두

덴의 신어 자료집에 수록한 어휘는 빈도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다. 

2000년-201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신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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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수저·흙수저, 부모가 부자면 금수저, 반대는 흙수저를 이르는 말.

독일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Mit dem Silberlöffel im Mund geboren  
          sein).

2000년-2010년>에 총 513개33)의 신어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신어의 

생성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신어의 생성상의 차

이는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의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

여 준다.

다음으로 독일과 한국의 신어 간 문화적 특징을 ‘금수저·은수저’라는 신

어를 예로 들어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금수저’와 독일의 ‘은수저’는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걱정과 노력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한국의 ‘흙수저’는 가난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 계급’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Mit dem 

Silberlöffel im Mund geboren sein)’는 말은 신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독

일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금수저’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

다’는 양국 언어의 표현은 모두 비슷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표현은 사회상·문화적 요소(금·은의 가치관, 식문화 등)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독일어에서 신어가 한국어에서만큼 활발하게 생성되지는 않지만 신어

가 독일어권 학습자에게도 통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부정대명사 부사 계

수 424 35 50 1 3 513

비율 82.65% 6.82% 9.75% 0.19% 0.58% 100%

33) 두덴(Duden, 2011)에 수록된 신어의 품사별 비율 및 신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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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합계

모어 화자 40명 (50%) 40명 (50%)

독일어권 학습자 중급 20명 (25%) 고급 20명 (25%) 40명 (50%)

III. 학습자의 신어 사용 양상과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

  III장에서는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신어 인식 사용 양상 분

석을 통해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내용

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어권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한국 문화 

모두를 반영하는 신어 목록을 작성하겠다.

1. 학습자의 신어 인식 사용 양상

1.1. 조사 대상 및 방법

1.1.1. 조사 대상

   (1) 설문 대상자 정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인식 및 문화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자로는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 4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40명 총 80명을 

선정하였다.34)

[표 III-1] 조사 대상자 구성 (단위: 명)

  조사 대상 모어 화자는 전부 20대인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구성하였다.35)

34) 설문조사 대상을 [국가(D=독일/K=한국)-한국어 실력(M=중급/O=고급)-숫

자]로 표기하였으며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는 정보 뒤에 I(interview)로 표

시하였다.

35)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는 모어 화자의 연령이 고루 분포하도록 

유의하여 참여자를 20대~50대로 선별하였으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모

어 화자는 신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상의 연령대로 올라갈수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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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4년 이상 헙계

중급 (3~4) 20명 (50%) 0 0 20명 (50%)

고급 (5~6) 0 10명 (25%) 10명 (25%) 20명 (50%)

없다 1년 이하 1~2년 3년 이상

중급 (3~4) 12명(30%) 8명 (20%) 0 0

고급 (5~6) 0 13명 (17.5%) 5명 (12.5%) 2명 (5%)

독일어권 학습자의 경우 현재 독일에서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중급 학습자 

20명과 고급학습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신어는 높은 수준의 어휘이기 때

문에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최소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으며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과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표 III-2], [표 III-3]과 같다.

[표 III-2]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단위: 명)

[표 III-3]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 (단위: 명)

  본고에서 말한 중급 학습자의 기준은 최소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능력 시험(TOPIK)에서 3~4급을 취득했거나 설문조사

를 실시한 당시에 중급 과정에 있던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고급 학

습자는 3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6

급을 취득했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에 고급 과정에 있었거나 이를 이

미 마친 학습자로 삼았다.

  한국에서 거주해 본 적이 없는 학습자는 12명(30%)이었으며 전부 중급 

학습자로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외의,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학습자는 1년 동안 한국에서 교환 학생 생활을 한 

학생이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적 있는 고급 학습자는 한국에서 대학원생

(10%)이거나 회사를 다닌 적이 있다.

어 이해도 및 사용률이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부터는 모어 

화자가 독일어권 학습자와 대화할 때 신어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독일어권 학습자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 같은 나이 또래인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어 화자를 20대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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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된 신어 자료

  학습자의 신어 인식 양상 및 문화 이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사

용된 신어는 세 가지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신어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 김일환(2014) 남길임 외

(201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어의 형성법보다는 신어의 문화적인 특

징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을 문화에 두고 있는 연구 역시 참

고하였는데 김일환(2014), 남길임 외(2015)가 바로 그것이다. 각 연구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신어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같다.

  두 번째 자료는 한국의 토크쇼 ‘여유만만’(374회)36) 에서 제시한 신조어 

조사 자료이다.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방송(예능, 드라마)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에서 신어가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한국의 토크쇼 여유만만에서는 ‘신조어로 돌아본 2015년’이라는 주

제로 신조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을 돌아보는 특집 코너를 방영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대부분 2015년에 생성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신조어

를 교육 트렌드, 직장, 소비라는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는 1994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신어 자

료집이다.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은 거의 매년 출간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 범주로 분류된 신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립국어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

된 <신어> 자료집은 2014년에 출간되었으며, 이를 시사성에 있어서 조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조사에 사용한 신어는 한국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문화적인 

특징을 잘 드러낸다. [표 III-4]에서는 신어 출처에 대한 정보를 각각 연

구 내용에 따라 다시 정리하였다.

36) 2015년 12월 23일 방송된 날. 토크쇼 여유만만은 역사, 심리, 문학, 철학, 예

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 주부를 위한 교육적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고 한다. http://www.kbs.co.kr/2tv/enter/reserv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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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 대상 연구 내용

논저

김일환(2014)

2000~2012년까지 발행

된 신문 기사 전체로 구

성된 ‘물결21’ 코퍼스에

서 추출한 신어

신어의 생성과 정착

남길임, 송현주, 최

준(2015)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신

어 추출기 ‘우리말샘’ 통

해 검색된 신문 기사에

서의 신어

사회적인 트렌드와 이

슈를 중심으로 토론

방송

토크쇼 여유만만 

‘신조어로 돌아본 

2015년’ 특집

2015년의 사회적인 이

슈를 반영하는 신어

사회적인 트렌드와 이

슈를 중심으로 토론

자료집
국립국어원 2014

년 <신어> 

신문 기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

민일보, 등)

각 시기에 생성되어 

해당 년도의 신어 자

료집에 등재된 신어와 

미등재어의 수집

[표 III-4] 조사를 위한 신어 출처 정보

1.1.2. 조사 방법 

   (1) 조사 절차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신어 인식 양상을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

하며 연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도구 개발
학습자 대상 

예비조사

모어 화자, 학습자 

대상 본 조사

사후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I-1>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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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 조사 본 조사

조사 대상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

자 (20명)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 (40명)

한국인 모어 화자 (40명)

조사 기간 2015년 11월

2016년 1월 (독일어권 학습자)

독일어권 학습자의 조사 결과를 보충

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신어 

인식 양상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

였다.

2016년 7월 (한국인 모어 화자)

조사 목적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

어 인식 양상 현황
한·독 신어 인식 양상 현황 대비 조사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복수 응답 문항37)과 9개의 주관식 문항, 총 16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먼저 신어의 특징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여 조사 방법을 결정한 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 1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들은 독일에서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생이다.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조사 방법을 수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조사 일정 및 계획을 정리

하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조사 일정 및 계획

  마지막으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독일어권 중·고급 학

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중 5명씩을 선정하여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답을 했

는지를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만으로

는 드러나지 않은 조사 대상자의 생각과 인식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

다.38)

37) 객관식 문항으로는 지식 또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 본 

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상인 독일어권 학습자는 객관식 질문에 익숙하

지 않으니 주관식과 북수 응답 문항들로 조사를 구성하게 되었다.

38) 위햇님(2009)은 사후 인터뷰의 설계를 총 여섯 가지의 사항들로 나누어 제시

하였으며 본고는 이를 참고로 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위햇님(2009)에 따

른 여섯 가지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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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DM.01-20 고급 학습자 DO.01-20
한국어 모어 화자 

K.01-40

(DM.01_I) (DO.04_I) (K.05_I)

(DM.08_I) (DO.07_I) (K.12_I)

(DM.10_I) (DO.11_I) (K.29_I)

(DM.14_I) (DO.15_I) (K.31_I)

(DM.17_I) (DO.20_I) (K.37_I)

  위에서 언급한 조사 대상의 정보에 따르면 독일어권 학습자는 중·고급 

수준이며 한국인 모어 화자는 그들의 나이 또래인 20대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사후 인터뷰도 집단 별로 5명씩 선정하여(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

와 한국인 모어 화자)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 대상자들은 중급 또는 고급에 속한 학습자들로서 모두 현재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중급 학습자는 조사 당시 교환 학생

으로 이미 8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다. 고급 학습자는 과거 학사 과정 때도 

한국에서 교환 학생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석사 과정으로 한국에

서 두 번째 교환 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고급 학습자는 2년 가까

이 한국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아직 

대학원생이며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은 편이다. 본 조사의 사후 인터뷰 참가

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I-6] 사후 인터뷰 대상 학습자

① 조사 대상자의 모국어로 진행하며 연구자가 직접 실시

② 조사 당시의 행동에 대해 기록

③ 녹음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④ 인터뷰는 본 조사 후 일주일 내에 실시

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즉 대화하듯이 미리 숙지한 질문 목록을 사용하여 

실시

⑥ 인터뷰 과정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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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사 내용 조사 목적 문항

한·독 

비교

1

부
신어 사용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한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사

용 양상

8~12

2

부

신어 인식 양상

(1) 형성법 인식 양상

(2) 문화 인식 양상

(1)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

교한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

어 조어법 및 어종 인식

(2)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

교한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

어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인식 

및 이해

13~14, 

16

독일어

권 

학습자

3

부

신어 학습 요구

1 신어를 알게 된 경로

2 학습 요구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교

육 상황 및 신어 학습 욕구
2~7, 15

   (2) 설문지 구성 방안

  학습자의 신어 인식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 조사는 II장에서 다

룬 신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총 네 부분,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다음의 [표 III-7]와 같다.

[표 III-7] 설문지 문항 구성

1.2. 분석 결과

  조사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어 사용 양상, 신어 인식 양상 

및 신어 학습 요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사 결과는 독일어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때 독일어

권 학습자를 중·고급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의 정도 및 경험이 수준별로 다르고 이 변인은 전체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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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어 사용 양상

  한국어 신어는 방송39), 한국인 친구, 소셜 네트워크40), 한국어 수업 등

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독일어권 

학습자들이 신어를 처음 접한 경로는 방송(45%)과 한국인 친구(35%)였

다. 이는 곧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방송과 한국인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이

루어질 때 독일어권 학습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어가 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방송과 한국인 친구를 통해 신어를 접하는 것은 신어 학

습 및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셜 네트워크(12.5%)와 한국어 수업(7.5%)이 뒤를 이었는

데 이 결과를 중·고급 학습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셜 네트워크라

고 답한 학습자는 모두 고급 학습자인 반면, 한국어 수업이라고 답한 학습

자는 모두 중급 학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아직 너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고급 학습자는 소셜 네트워크를 외국어인 한국어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다양하고 그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신어 역시 접하기 더 쉽다. 한편 중급 학습자(DM.08_I, 

DM.17_I)의 경우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로서 신어

를 접하고 그 의미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신어를 학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어권 학습자와 20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비교하여 학습자의 신어 사

용 현황을 총 5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모어 화자의 사용량을 통해 독일

어권 학습자가 실제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 할 때 신어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접할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는 다음

39)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 ‘방송’의 범주는 한국 드라마, 예능, 뉴스이며 독일어

권 학습자에게 ‘방송’과 같이 괄호로 제시하였다.

40)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앞

으로 표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제시할 때 SNS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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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합계 중급 고급

전혀 없다 0 7.5 7.5 0

별로 없다 7.5 37.5 27.5 10

가끔 있다 35 42.5 12.5 30

자주 있다 45 12.5 2.5 10

매우 많다 12.5 0 0 0

의 [표 III-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신어의 사용량 (단위: %)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당연

한 결과이지만 한국인이 신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신어 사용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신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한국인 모어 화자는 없으며 별로 사용하지 않거나(7.5%) 신어를 매우 자

주(12.5%) 사용하는 한국인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해당

하는 20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신어를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높은 확률로 미루어 볼 때 독일어권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

사소통 할 때 신어를 접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어권 학습자는 대부분 신어를 가끔 사용한다고 답한 학습자

가 가장 많았다.(42.5%) 신어를 가끔 사용한다고 답한, 42.5%에 해당하는 

학습자 중 중·고급 학습자는 3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37.5%

의 독일어권 학습자는 신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7.5%는 중급 학습자이다. 요컨대, 중급에서 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신

어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 같은 경우 신어를 

얼마나 쓰느냐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중급 학습자는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 이는 학습자에게 단순히 새로운 단어이며 신어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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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합계 중급 고급

일상 대화 65 60 20 40

소셜 네트워크 35 32.5 5 27.5

문자 82.5 80 30 50

무응답 2.5 10 10 0

[표 III-9] 신어를 사용하는 상황 (단위: %)

  조사 결과, 독일어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모두 일상 대화와 소셜 

네트워크, 문자41)라는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양의 신어를 사용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82.5%)와 독일어권 학

습자(80%) 모두 문자를 보낼 때 신어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문자 

다음으로는 일상 대화에서 신어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각각 65%

의 한국인 모어 화자와 60%의 독일어권 학습자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신어

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준별 학습자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고급 학

습자(40%)는 중급 학습자(20%)보다 일상생활에서 신어를 두 배 이상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 문항의 수준별 학

습자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와 같은데, 역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

수록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률이 가장 낮은 사용 환경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단 

35%의 한국인 모어 화자와 32.5%의 독일어권 학습자만이 신어를 소셜 네

트워크에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사후 인터뷰(DM01_I, DO.04_I)에서 독

일어권 학습자는 한국어로 소셜 네트워크에 한국어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이 경로로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신어를 생산하고 

알리는 것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독일어권 학습자보다 더 높은 사용률을 보일 수밖에 없

다.

  사후 인터뷰(K.05_I, K.29_I, K.31_I)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신어를 

주로 재미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41) 본고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문자의 범주에 포함되며 설문지에 괄호

로 제시하였다.



- 40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일상 대화 7.5 25 45 15 7.5

소셜 네트워크 7.5 5 17.5 55 15

문자 0 10 30 5 10

방송 5 22.5 27.5 35 10

신문기사 40 32.5 15 12.5 0

친구와 대화할 때나 문자 또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다. 또한 자주 

쓰는 말을 줄여 쓴다고 하였는데 한국인 모어 화자(K.29_I)는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의 약칭)을 사후 인터뷰에서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자주 쓰

이는 표현은 줄여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답하였다.

  다음 문항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어떤 경

로에서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신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로는 

일상 대화, 소셜 네트워크, 문자, 방송과 신문 기사를 설정하였다.

[표 III-10]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신어를 접하는 경로 (단위: %)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 응답부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55%의 한국

인 모어 화자가 이를 통해 신어를 ‘자주’ 접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일상 대

화의 경우 단 7.5%의 한국인 모어 화자만이 이를 통해 신어를 ‘매우 자주’ 

접한다고 답하였고 45%에 해당하는 다수의 한국인 모어 화자는 일상 대화

를 통해 ‘가끔’ 신어를 접한다고 답하였다. ‘방송’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목

할 만한 차이는 없었으나 방송을 통해 신어를 ‘자주’ 접한다고 답한 학습자

가 35%로 가장 많았다. 문자를 통해 신어를 ‘가끔’ 접한다고 답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30%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의 경우 이를 

통해 신어를 접한 적이 ‘전혀 없다’(40%)거나 ‘별로 없다’(32.5%)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사후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난다. 사후 인터뷰에서 모어 화자(K.12_I, K.05_I, K.29_I)는 온라

인 상에서 신어를 가장 자주 접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플, 카페 게시판, 유

튜브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자주 보며 이를 통해 신어를 가장 많이 

접한다고 하였다. 댓글에서 워낙 많은 한국어 신어가 생산되다 보니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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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일상 대화 0 7.5 52.5 35 0

소셜 네트워크 5 20 27.5 27.5 7.5

문자 0 12.5 37.5 27.5 17.5

방송 10 2.5 55 20 7.5

신문기사 35 40 7.5 0 0

모어 화자도 그 의미가 궁금하여 의미를 찾아보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일상 

대화에서의 경우 신어를 가끔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재미있는 상황에서 접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K.05_I, 

K.29_I)는 온라인 상, 방송,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댓글을 통해 

신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다. 또한 신어를 문자로 접할 때 역시 보통 

재미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신어를 문자로 보내줌으로써 접하게 된다고 하

였다. 신문 기사의 경우 이를 통해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접할 때 독자들

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에 신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보았다고 하였

다. 모어 화자가 예로 들었던 신어는 n포 세대인데 신문 기사나 뉴스로 접

했던 신어는 n포 세대와 같이 현재 20대~30대 한국인들의 삶을 부정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하였다.

[표 III-11] 독일인 학습자가 신어를 접하는 경로 (단위: %)

  독일어권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방송으로 신어를 접하는 경

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독일어권 학습자(DO.20_I, DM.08_I)는 방송이 한국어

를 접하는 경로로써 한국어 학습·습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

습자가 한국어 수업보다 한국어 방송을 통해 한국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방송을 활용하여 한국어

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중·고급 학습자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자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에 방송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문항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에게 신어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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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합계 중급 고급

전화기 25 55% 22.5 32.5

줌데렐라 57.5 27.5 10 27.5

핫딜(족) 75 10 0 10

차도남/녀 100 12.5 0 12.5

빨대족 62.5 7.5 2.5 5

썸 100 60 5 47.5

낙하산 92.5 5 0 5

공시 폐인 90 10 5 5

취업 깡패 95 22.5 0 22.5

헬조선 100 10 0 10

모태 솔로 100 20 0 20

에이비시맘 12.5 5 2.5 2.5

베이글녀 100 37.5 17.5 20

3포 세대 95 30 2.5 27.5

훈남/녀 100 35 10 25

워킹맘 100 37.5 5 25

아는 어휘에 표시하는 문항이었다. 제시된 신어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의 응답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2] 제시된 신어 중 알고 있는 어휘 (단위: %)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부터 살펴보면 잘 모르는 신어가 많지 않았다. ‘차

도남/녀’, ‘썸’, ‘헬조선’, ‘모태 솔로’, ‘베이글녀’, ‘훈남/녀’, ‘워킹맘’은 모든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알고 있다. 이외에도 ‘줌데렐라’(57.5%), ‘빨대

족’(62.5%), ‘낙하산’(92.5%), ‘공시 폐인’(90%), ‘취업 깡패’(95%), ‘3포 

세대’(95%) 역시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알고 있었다. 단, ‘전화

기’(25%)와 ‘에이비시맘’(12.5%)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어권 학습자의 경우 ‘전화

기’(55%), ‘썸’(60%), ‘베이글녀’(37.5%), ‘훈남/녀’(35%), ‘워킹

맘’(37.5%)은 비교적으로 많은 독일어권 학습자들은 알고 있었으나 전체적

으로는 제시된 신어를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K.37_I, DO.15_I)와 독일어권 학습자

는 영어로 된 신어(핫딜(족), 워킹맘)의 뜻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영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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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합계 중급 고급

일상 대화 67.5 37.5 10 27.5

소셜 네트워크 27.5 2.5 0 2.5

문자 85 27.5 0 27.5

무응답 0 2.5 0 2.5

이기 때문에 그 뜻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어려웠던 신어는 거의 없었지만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電話機)’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어로서의 ‘전화기(電化機)’42)의 뜻은 몰랐

다고 하였다. 반면에 독일어권 학습자는 ‘전기전자(電氣電子)·화학공학(化

學工學)·기계공학(機械工學)’의 줄인 말인 ‘전화기(電化機)’가 통화할 때 쓰

는 전화기(電話機)인 줄 알고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독일어권 학

습자(55%)가 설문 상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25%)보다 ‘전화기(電化機)’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독일어권 학습

자의 신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

휘력의 부족으로신어를 다른 단어들과 구분하거나 뜻을 추출할 수 없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문항은 앞 문항에서 제시한 신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를 주

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 III-13] 제사된 신어의 사용 상황 (단위: %)

  조사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제시된 신어를 일상대화(67.5%)나 문자

(85%)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쓰이는 신어로는 ‘엄친

아’, ‘금수저’, ‘열정페이’, ‘썸’을 언급하였다.43) 특히 일상 대화에서 ‘썸’과 

‘금수저’를 자주 사용하며 접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 한국인 모

어 화자는 앞에서 언급된 신어를 주로 재미있는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사

용한다고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27.5%)를 통해서는 앞 문항에서 제시한 

42) 전화기(電化機)는 취업에 강한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전공에서 나온 졸업생들은 취업을 잘 되므로 취업 깡패라고도 불

린다.

43) 엄친아, 금수저, 열정페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항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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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를 비교적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물론이고 독일어권 학습자(DM01_I, DM.17_I, 

DO.04_I)도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

어를 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독일어권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일상대화(37.5%)와 문자

(27.5%)에서 신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썸’을 가끔 사

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인 친구들이 해당 신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이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직접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DM.17_I). 고

급 독일어권 학습자(DO.07_I)는 먼저 한국인 친구에게 ‘썸’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해당 신어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수준별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급 학습자의 경우 제시된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가 많았다. 즉, 단 10%의 중급 

학습자만이 제시된 어휘를 일상 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에 대해 학사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신어의 조어 방식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어를 다룬 적은 없다고 하였다.

1.2.2. 신어 인식 양상

  본고에서는 신어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나 신어의 형성법은 

신어의 주요한 특징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고의 최종 목표

는 독일어권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인

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어의 형태적인 관점(신어의 조어법, 신어

의 어종)을 고려해야 한다. 신어 교육의 의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의 정

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그 구성요소를 알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44)

44) 특히 한국어에는 동음어(homonym)가 매우 많아 실제 언어생활에 학습자가 

동음어로 인한 혼란이 자주 초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박영환(2010: 78)에서

는 사어(死語)가 된 한자어를 동음어에서 제외하더라도 한국어에서 동음어가 차지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박영환(2013)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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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적인 ‘전화기’의 뜻은 ‘통화하기 위한 기계’를 할 때 ‘전화기

(電話機)’일 수 있으나, 신어로서의 ‘전화기’는 ‘전기전자(電氣電子)·화학공

학(化學工學)·기계공학(機械工學)’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신어의 구성요소

를 모르면 단어의 의미도 알 수 없다. 신어 형성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신어 목록에서 신어 형성법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성법 인식 양상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인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어법에 대한 문항에서는 

제시된 어휘의 구성요소를 풀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시

된 어휘를 풀어서 쓸 수 있다면, 이의 구성요소와 뜻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부터 보자면 풀어 쓰지 

못했던 신어는 거의 ‘에듀 푸어’ 밖에 없었다. ‘에듀 푸어(education poor)’

를 풀어 쓰지 못한 한국인 모어 화자(47.5%) 중 일부는 그 뜻을 해석하려

고 하였으나 뜻 역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 푸어’는 “과다

한 교육비 지출로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에듀 푸어’를 풀어 쓰지 못한 거의 모든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가난하기 때

문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이 결과 통해 어휘 의미를 추

측하는 능력이 신어를 접하며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화자(K.05_I), K.12_I)는 제시된 어휘를 풀

어 쓰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어휘를 일상에

서도 자주 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음어 교육 방안에 있어서, 동음어 그 존재 양상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다. 즉 동음어는 어휘 의미와 문장 구조의 대등성 여부,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 여부, 기원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어휘의 의미를 파악

하는 데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본고는 신어의 형성적인 특성(조어법

과 어종)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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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정답 오답45) 정답 오답

얼짱 100 0 52.5 47.5

개인톡 100 0 22.5 77.5

먹방 97.5 2.5 52.5 47.5

결혼도우미 80 20 10 90

노답 100 0 37.5 62.5

남친 100 0 97.5 2.5

개그맨 95 5 55 35

에듀 푸어 42.5 57.5 17.5 70

몸짱 100 0 40 60

치맥 100 0 90 10

[표 III-14] 신어 조어법 인식 (단위: %)

  반면, 독일어권 학습자의 경우 제시된 대부분의 어휘에 대해 아예 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친’(97.5%)이나 ‘치맥’(90%)과 같은 줄인 말은 많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상당히 많은 학습자가 

‘먹방’(52.5%)이라는 신어를 알고 있었는데 사후 인터뷰에서 독일어권 학

습자(DO.04_I)는 한동안 한국 방송 중에서 먹방(먹는 방송)이 유행해서 이

를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먹방’이라는 줄인 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친’, ‘치맥’, ‘먹방’을 제외

한 신어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서, 이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신어의 어종(語種)46)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

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어종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는 ‘꿀잼’(52.5%), ‘잇걸’(87.5%), ‘번

개쇼핑’(77.5%) ‘골드미시’(57.5%)의 어종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외의 신

어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사

후 인터뷰(K.37_I, K.29_I)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제시된 어휘의 어종을 

밝혀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신어의 정확한 뜻을 모

르면 어종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꿀잼(‘꿀’은 강조의 

45) 오답에 ‘모른다’의 답을 포함시켰다.

46) 본고에서 말한 어종(語種)은 어휘의 종류(고유어·한자어·외래어) 따위를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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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정답 오답 정답 오답

꿀잼 57.5 47.5 2.5 97.5

잇걸 87.5 12.5 25 75

팔팔데이 27.5 72.5 27.5 72.5

쌩얼 30 70 0 100

번개쇼핑 77.5 22.5 40 60

시간팔이 42.5 57.5 5 95

인생짤 30 70 7.5 92.5

남승무원 32.5 67.5 32.5 67.5

골드 미시 57.5 42.5 35 65

여친 22.5 77.5 40 60

의미로 쓰였으며 ‘잼’은 재미의 줄임말)’에 대한 오답 30% 중 20%는 꿀잼

의 어종을 고유어·영어이라고 답한 것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K.29_I)는 ‘꿀잼’의 뜻은 알고 있었지

만 ‘잼’이 재미인 줄 모르고 영어 잼(jam)으로 생각하여 고유어·영어라고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 외래어 ‘골드미시(gold missy)’의 뜻은 알고 

있었으나 ‘미시(missy)’를 영어 어휘가 아닌 한자어로 인식하였다고 하였

다. 더불어 ‘쌩얼’의 경우 ‘쌩’은 ‘생(生)’에서 변형된 것으로 한자어와 고유

어의 결합이지만 사후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K.31_I)는 ‘쌩’의 원어

(原語)를 몰랐기 때문에 어종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종

이나 어원을 아는 것이 모르는 어휘의 뜻을 추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해당 어휘의 어종이나 어원을 몰라도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III-15] 신어 어종 인식 (단위: %)

  독일어권 학습자는 제시된 어휘의 어종에 대부분 응답하지 못하였다. 특

히 중급 학습자의 무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의 

어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중급 학습자(DM.08_I)

는 초급 과정에서 한국어 숫자를 배웠을 때 어종에 대해 다룬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 표에서 어종을 

맞게 밝혀 쓴 학습자는 대부분 고급 학습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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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학습자는 ‘팔팔데이’(27.5%), ‘번개쇼핑’(40%), ‘남승무원’(32.5%), 

‘골드미시’(35%), ‘여친’(40%) 같은 어휘의 어종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DO.11_I, DO.20_I)는 자주 듣거나 영어

와 결합된 어휘이면 어종을 어느 정도 맞게 추측할 수 있으나 어휘의 뜻조

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종을 밝혀 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한국학 전공 내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자 수업은 필

수 과목이며, 학습자들은 이를 한국어 고급 과정에서 듣는다. 이 때문에 고

급 학습자는 한국어 어종에 대한 인식이 중급 학습자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고급학습자(DO.04_I)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역시 

배웠기 때문에 한자어와 고유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 수업

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제시된 어휘의 어종을 밝혀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문화 인식 양상

  신어 문화 인식 양상의 조사 문항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

자가 제시된 신어에 반영된 한국의 모습 또는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한국의 현재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16개의 신어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설문 대상자, 특히 독일어권 학습자가 제시된 신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휘를 풀어서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메신저 감옥’이라

는 신어와 함께 그 뒤에 괄호로 ‘messenger 감옥’이라 제시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III-16]와 

같이 나타났다.47)

47) 수준별 학습자 응답 결과의 비교 및 분석은 본 문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는 

독일어권 중급 학습자가 해당 문항에 대해 거의 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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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 독일어권 학습자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스펙 푸어 97.5 2.5 22.5 77.5

뇌섹남/녀 92.5 5 27.5 72.5

스마트 시니어 60 40 5 95

포미족 62.5 37.5 10 90

메신저 감옥 65 35 5 95

에듀 푸어 17.5 82.5 0 100

기러기 아빠 100 0 30 70

베이비 푸어 55 45 2.5 97.5

골드 미시 77.5 22.5 0 100

엄친아 90 10 17.5 82.5

캥거루족 85 15 2.5 97.5

n포 세대 100 0 35 65

금수저·흙수저 97.5 2.5 5 95

렌트 푸어 22.5 77.5 7.5 82.5

주부남 95 5 17.5 82.5

열정페이 97.5 2.5 15 85

[표 III-16] 신어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모습 (단위: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어권 학습자는 제시된 거의 모든 어

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 중에서 학습자들이 그나마라도 뜻

을 설명하고자 했던 신어로는 ‘스펙 푸어’(22.5%), ‘기러기 아빠’(30%), ‘n

포세대’(35%)가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고급 학습자(DO.04_I)는 ‘기러기 

아빠’와 ‘n포세대’를 한국어 수업시간에 다루었다고 하였다. 고급 학습자는 

중급 때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의 기러기 아빠 현상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

으며 그 현상의 원인이 과도한 교육열과 비싼 학비라 배웠다고 하였다. 해

당 신어를 배울 당시 한국어 교재에서의 학습 주제는 ‘한국 학교 생활’이었

으며 수업 시간에 한국 학원, 과도한 학비, 높은 졸업률, 영어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기와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였다. 또한, 고급 학습자는 ‘n포 

세대’라는 신어에 대해서 ‘3포 세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당 어휘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3포 세대 현상은 

한국어 고급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는데 이 수업에서 한국어 

선생님은 해당 현상을 다루는 짧은 뉴스 클립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3포 세대부터 9포 세대까지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 ‘스펙 푸어’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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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고급 학습자(DO.15_I)가 ‘스펙’이라는 어휘를 한국 방송에서 듣고 

그 뜻을 직접 찾아보니 네이버 카페에 ‘취업 스펙’부터 ‘스펙 푸어’까지 여

러 가지 스펙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고급 

학습자는 본 문항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어가 대부분 한국 사회의 부

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더불어 한국인 친구와 언어 교

환을 통해 한국의 취업난에 대해 대화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스펙 푸어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것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어권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 언어 교환을 통해 단순히 언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타문화에 대

해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대부분 제시된 신어가 반영하는 한국의 사회·

문화 현상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스펙 푸어’(97.5%), ‘뇌섹남/

녀’(92.5%), ‘기러기 아빠’(100%), ‘엄친아’(90%), ‘캥거루족’(85%), ‘n포 

세대’(100%), ‘금수저/흙수저’(97.5%), ‘주부남’(95%), ‘열정페이’(97.5%)

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K.12_I)는 사후 인터뷰에서 ‘포미족’, ‘에코 에듀’, ‘스

마트 시니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였다. ‘포미족(FORME족)’같은 경우

에는 의미를 영어 단어 ‘for me’에서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한국인 모

어 화자의 응답을 확인해 보니 뜻을 ‘매우 이기적이며 개인주의’로 해석하

였는데, 원래 의미는 ‘소비도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걱하는 사람’이므로 

모어 화자(K.12_I)는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 에

듀’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와 독일어권 학습자 모두 ‘환경보호에 대한 교

육이 부족하다’라는 오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에코’와 ‘에듀’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잘못된 해석으로 ‘에코 에듀’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벗

어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 모어 화

자의 경우 교육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자녀가 학생인 부모이면 

‘에코 에듀’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들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20대로 이러한 트렌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스

마트 시니어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쇼핑에 적극적인 ‘시니어’를 말하는데 이는 향후 고령화 시장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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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답한 가장 흔한 오답

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였는데 해당 현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인 관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K.05_I)는 현재 20·30대 한국인의 삶

을 반영하는 신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빨대족’, ‘포미족’, ‘캥거루족’, ‘뇌섹남/녀’, ‘훈남/녀’와 같이 ‘~족’, ‘~

남·녀’ 등으로 끝나는 신어는 사람을 집단화 시키는 것 같아 싫다고 하였

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이러한 집단화가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3. 신어 학습 요구

  독일어권 학습자의 신어 학습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습자들은 한

국인과 대화하거나 한국어 매체를 접할 때 신어를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웠

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신어를 접할 때 어려웠던 적

이 ‘별로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전체의 30%로 나타난 반면, ‘가끔 있다’고 

답한 학습자는 52.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다시 중·고급학습자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별로 없다’라고 답한 학습자는 중·고급 학습자가 같은 비율(각 

15%)을 차지하는 반면 ‘가끔 있다’라고 답한 학습자는 고급학습자(30%)가 

중급학습자(22.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DM.17_I)에서 ‘별로 없다’고 답한 중·고급 학습자는 한국인

과 대화하거나 한국어 매체를 접할 때 어려웠거나 못 알아들었던 이유가 

신어 때문이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몰랐던 단어가 신어

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고급 학습자

(DO.15_I)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으며, 덧붙여 한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 

‘운빨’48)과 같은 신어를 자주 듣는다고 하였다.

48) ‘운빨’이란 애를 쓰지 않아도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은 효과를 이르는 말이다. 

‘운빨’의 규범 표기는 ‘운발(運발)’이다(<신어>, 20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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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합계

전혀 없다 7.5 2.5 5

별로 없다 30 15 15

모르겠다 10 10 0

가끔 있다 52.5 22.5 30

매우 많다 0 0 0

중급 고급 합계

어휘 의미 65.59 16.41 5

조어법 0 5.57 5.57

문화적 함의 27.86 50.14 78

기타49) 0 0 0

[표 III-17] 신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 (단위: %)

  사후 인터뷰(K.03_I, K.31_I, K.37_I)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한국어 

학습자와 대화할 때 신어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한국어를 천천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초·중급 학습자와 대화할 

때 이러한 경향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

자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신어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어에 대한 내용은 독일의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업에서 신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습자는 전체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업에서 신어가 

어떤 범주로 다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8] 교실에서 신어가 다루어졌던 범주 (단위: %)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문화 현상(78%)과 어휘 의미

(82%)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문화 현상 또는 어휘 의미라 답한 대부

분의 학습자는 두 답변 중 하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문화 현상과 어휘 의

49) 조사 당시에는 선택지에 ‘정서법’ 역시 있었으나 ‘기타’와 마찬가지로 이를 택

한 학습자가 한 명도 없었으므로 표에서는 두 선택지를 ‘기타’라는 하나의 선택지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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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합계

효율적 40 37.5 77.5

재미 35 35 70

어휘력 40 27.5 67.5

문화 이해 22.5 32.5 55

미 모두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신어의 어휘적 의미를 알고 싶어하

는 학습자는 그 신어가 반영하는 문화현상을 필연적으로 함께 학습하게 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 문화를 함께 교육 

주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후 인터뷰(DO.15_I, DM.08_I, DO.04_I)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수업에

서 신어를 모르는 단어로서 접하고 그것의 의미를 물어 보는 과정에서 신

어를 다루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즉, 한국어 선생님은 신어를 한국어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었으나 독일어권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신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어가 수업 중에 다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어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30%의 학습자 중 2.5%를 제

외한 나머지 학습자들은 모두 중급 학습자로 나타났다. 한국어 신어는 고급

에 해당하는 어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이 제공되지 않는 

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에서 신어를 다루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중급 학습자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 문항에서는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배우고 싶다면 왜 배우고 싶

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I-19] 신어 학습의 동기 (단위: %)

  조사 결과, ‘효율적 소통’, ‘재미’, ‘문화 이해’와 ‘어휘력’의 선택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효율적 소통’ 이 77.5%로 가장 많은 학생

이 선택하였다. ‘재미’는 70%로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중·고급 학습자의 차이는 없거나 사소하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가고자 한다. 그러나 ‘문화 이해’와 ‘어휘력’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수준별 

응답 결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휘력’을 선택한 67.5%의 학습자 

중 중급 학습자는 40%를 차지하였다. 고급 학습자에 비해 중급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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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합계

신어의 어휘 의미 37.5 35 72.5

신어의 조어법 30 10 40

신어의 정서법 5 7.5 12.5

문화 현상으로서의 신어 22.5 22.5 45

어휘력은 비교적으로 아직 낮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는 어휘력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이해를 선택한 55%의 학습자 

중 고급 학습자는 32.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론 고급 학습자도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희망하겠지만 중급 학습자보다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있

어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급 

학습자(DM.14_I)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DO.11_I)도 효율적 소통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다. 그 이유에 대해 고급 학습자는 외국어를 배우는 목표가 

유창성인데 유창성은 곧 효율적 소통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르

게 말하자면 학습자는 신어를 단순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넘어 쓸 수 있게 

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휘력’이 ‘효율적 소통‘이 

비슷한 선택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문화 이해’는 가장 

낮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는 독일어권 학습자가 문화와 신어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55%라는 선택 결과를 통해서 독

일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문항은 만약 신어를 배우게 되면 신어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은

지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도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표 III-20] 신어 학습의 관심 영역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72.5%에 해당하는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는 앞 문항에 대한 

결과와 같으며 학습자 수준별 분석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5%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신어를 문화 현상으로서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

으며 이 결과 역시 앞 문항과 같다. 또한, 본 문항을 통해 신어 조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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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으나 40%의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어를 배우게 된다

면 조어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수

준별 응답 결과를 검토하자면 전체 40% 중에서 중급 학습자가 30%를 차

지하였으며 단 10%의 고급 학습자만이 신어 조어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어의 정서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답한 학습자

는 12.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어 정서법 학습에 대한 중·고급 학습자

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0)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고급 학습자(DO.04_I, DO.07_I)는 신어 조어

법이 매우 복잡하며 외국인 학습자로서 한국어 어휘의 조어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어휘를 단순히 외우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

고 조어법에 대한 학습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중급 학습자(DM.14_I)는 한국어의 신어 

조어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독일어의 조어법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 독

일어권 학습자가 신어의 조어법에 대해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어의 조어법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조어법은 신어의 주요 요소이므로 관련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

켰다.

50) 외국어 신어의 정서법에 대한 연구는 영어권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한국어 신어의 정서법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크리스탈(Crystal 2008)은 영어권 신어의 온라인상에서의 사용 양상과 그것이 영

어 정서법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크리스탈은 기술과 매체의 발달이 

신어 정서법의 변화와 신어 생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는 

한국 문화와 신어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신어와 그 정서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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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합계

노래 10 10 20

게임 20 5 25

소셜 네트워크 27.5 15 42.5

신문 기사 5 0 5

교과서 7.5 12.5 20

방송 35 40 75

인터넷 검색 12.5 0 12.5

영화 15 10 25

언어 교환 17.5 15 32.5

[표 III-21] 신어 학습의 방법 (단위: %)

  교육적 관점에 대한 다음 문항은 신어를 배우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IV장에

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

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75%의 독일어 학습자가 ‘방송’을 선택하였다. 신어 인식 현황

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어권 학습자는 신어를 방송을 통해 접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 다음은 42.5%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하

였다. 이때 고급 학습자가(27.5%) 중급 학습자(15%)보다 많았는데 이러

한 차이는 신어 인식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는 신어를 소

셜 네트워크 통해 잘 접하지 않으므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32.5%의 학습자가 ‘언어 교환’을 

선택하였다.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언어 교환51)을 자주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궁금한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한국인 교환 학생과 한·독 언어 교환을 하

고 있으나 학습자가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 자신의 한국어 실력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독일어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 교환 학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 ‘노래’, ‘영화’를 선택

51) 브라메츠와 클레핀(Brammerts & Kleppin, 2001)은 탄뎀학습법(Tandem)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보는데, 이 학습법은 자기주도 학습력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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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는 각각 25%, 20%, 2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같은 유

형의 교육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방법

을 신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과

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답한 학습자도 있었으나(20%) 신어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과서는 출판된 머티리얼(민현식, 

2005)이며 쉽게 최신 버전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신어가 교과서

에 실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교과서라면 꾸준히 

최신 버전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과 ‘신문기사’를 선

택한 학습자는 각각 12.5%, 5%로 두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방법은 고급 학습자만 선택하였다. 신문 기사

를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

이 요구되는데 중급 학습자는 아직 그 정도의 언어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중급 학습자(DM.10_I)는 신어가 재미있는 주제이므로 

재미있고 신선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방송과 같은 방

법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방송을 통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중·고급 학습

자(DM.08_I, DO.07_I)는 신어 교육 콘텐츠를 방송으로 만들면 교실 밖에

서도 부담 없이 학습할 기회가 생겨서 좋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안 쓰는 학습자가 있다 

보니 효과적인 신어 교육 방법으로써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즉, 내용이 재미있어도 학습자가 그 방법을 거부하면 배울 수 없다고 하였

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독일어권 학습자는 더 익숙한 경로를 교육 방법

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 방송, 인터넷 검

색, 영화, 언어 교환은 학습자의 자발적 동기가 요구된다.

  교육적 관점에 대한 마지막 문항은 독일어권 학습자가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통해 

독일어권 학습자가 한국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관심을 가장 많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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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합계

경제 7.5 2.5 10

사회 37.5 45 82.5

종교 2.5 0 2.5

정치 5 22.5 27.5

언어 47.5 50 97.5

역사 12.5 42.5 55

예술 / 문학 15 20 35

지리 0 2.5 2.5

교육 5 22.5 27.5

기타 0 5 5

[표 III-22] 신어 학습의 관심 분야 (단위: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어권 학습자는 ‘사회’(82.5%), ‘언

어’(97.5%)와 ‘역사’(55%)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중·고

급 학습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자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역사’(55%)나 ‘교육’(27.5%) 같은 경우 중·고급학습자의 응답 수

는 큰 차이를 보였다. 42.5%의 고급 학습자는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반

면에, 중급 학습자 중 단 12.5%만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였다. 또

한, 22.5%의 고급 학습자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중

급 학습자는 단 5%만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기타’를 선택한 학습자

는 5%이며, 기타로 ‘음악’(2.5%)과 ‘한국 문화’(2.5%)를 언급하였다.

  [표 III–22]에 제시된 영역들은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 따른 것

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52) 65개의 영역 중 가장 자주 나타나는 <신

어> 영역들을 재분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경제, 

사회, 종교, 정치, 언어, 사회, 역사, 예술/문학, 지리, 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신어가 꾸준히 생산 되어 왔다는 것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

어원 <신어> 자료집에 사용된 신어 영역 분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사

용된 47가지의 전문어 분류이다.53) 여기서 전문어로써의 ‘언어’와 ‘사회’는 

52)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은 199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1994

년부터 1999년까지는 신어 영역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3) <표준국어대사전>의 47가지의 전문어 기술 범주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 건

설, 경제,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동물, 문학, 물리, 미

술,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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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전문어로써의 ‘언어’와 ‘사회’의 의미에 대

해서는 ‘목록 선정 기준’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학습자들이 한국의 ‘언어’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후 인터뷰를 통

해 알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중·고급 학습자(DM.17_I, DO.15_I, DO.20_I)는 한국어

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고 졸업하고 

나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더해 한

국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한국 사람들과 교

류해야 하므로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즉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어 학습자의 최종 교육 목

표는 앞으로의 취업 또는 사회생활을 위한 유창한 한국어인데, 이때 한국어 

간 문화 이해는 회사생활과 한국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결국 고

급 학습자가 한국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즉 ‘한국 사

회’와 ‘한국어’는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지므로 신어를 통한 문

화 교육을 통해 독일어권 학습자의 학습·습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성

  본고는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선정하

여, 이를 기반으로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신어 목록의 작성을 위해 어떤 신어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와 교육용 신어 

선정의 기준을 밝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신어의 목록을 소개한 

다음, 과연 선정한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영, 예술, 운동, 음악, 의학,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철학, 출

판, 컴퓨터, 통신, 한의학, 항공, 화학(남길임 외 201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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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의 선정

2.1.1. 목록 선정에 사용된 신어 자료의 출처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의 선정 기준을 밝히기 전에, 먼저 목록 선정에 사

용된 신어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된 신어 자료54)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2015년도에 온라인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신어이다. 신어의 생

산에 있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사

용되므로 중요한 추출 경로가 된다.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를 대상

으로 (주)메트릭스에서 실시한 ‘빅데이터로 본 2015년’ 프로젝트의 결과에

서 신어를 추출하였다.55)

  둘째, 방송에서 추출한 신어이다. 두 번째 자료는 토크쇼 ‘여유만만’에서 

추출하였다. 그 날 방송은 ‘신조어로 돌아본 2015년’이라는 특집 코너를 진

행하였으며 여기에 소개된 신어 중 일부는 설문지에도 사용하였다.

  셋째,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 전문어 중 ‘사회’로 분류된 신어이

다. 신어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요소는 시사성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

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시기상으로 오래된 자료 역시 활용 자료에 포함시켰다. 이때 너무 오래된 

자료이면 신어라고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

어> 자료집을 사용하였다.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의 [표 III-23]와 같

다.

54) 이는 설문 조사 문항 제작에 활용된 신어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55) ‘SNS 빅데이터로 본 2015년’은 조선일보 ‘사회 일반’에 실렸다(2015년 12월 

3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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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추출 기준 신어 수

온라인상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메트릭스56)

트위터 ‘SNS 빅데이

터로 본 2015년’

온 라 인 상 에 서 의 

언급 빈도
10 단어

방송

토크쇼 여유만만 ‘신

조어로 돌아본 2015

년’ 특집

사회적인 트렌드

와 이슈를 중심으

로 토론

25 단어

자료집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신어> 자료집

‘사회’로 분류된 

신어
834 단어

1차 합계 869 단어

[표 III-23] 신어 목록 작성 자료

2.1.2. 목록 선정 기준

  1 차적으로 추출한 869개의 신어 중 교육 대상이 될 만한 신어를 추출

하여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선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인 만큼 신어의 사용 빈도, 시사

성, 학습 요구, 교사 요구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어휘를 선

정하고자 한다.

   (1) 사용 빈도

  의사소통 능력 관점에 있어서 신어의 사용 빈도는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알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신어> 자료집에 소개된 신어는 신문과 뉴스 중심으로 수집

된 것이며 ‘우리말샘’ 추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해당 년도에 생산되며 사

용 빈도가 높은 신어를 추출한 결과이다.57) 따라서 <신어>에서의 단어들

56) ㈜메트릭스(Metrix Corporation)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업종의 기업으로 온

라인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57) <신어> 자료집에서의 신어 추출 대상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총 142개의 신문과 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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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트위터에서 각 단어가 언급된 횟수) 신어

1위 (19만7848건) 금수저·흙수저

2위 (15만7537건) 헬조선

3위 (14만8200건) 취향저격

4위 (10만119건) 죽창

5위 (8만6756건) 전화기

6위 (7만 7091건) 메갈리아·여성시대

7위 (5만6259건) 열정페이

8위 (3만725건) 노오력

9위 (2만3830건) 맘충

10위 (1만5332건) 한남충

은 사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료집에 등재될 수 있었다.

  또한 ㈜메트릭스는 ‘SNS 빅데이터로 본 2015년’이라는 주제로 가장 높

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신어를 추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은 2015년 1월 1

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내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해당 키워드 1,913만 

9,946건 전수(全數)를 분석한 자료이다.58) (주)메트릭스의 분석 통해 

1~10위까지 가장 자주 언급된 것으로 밝혀진 신어는 다음의 [표 III-24]

와 같다.

[표 III-24] 온라인상에서의 언급·사용 빈도에 따른 신어 추출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선정을 위해서는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더 좁힐 필요가 있다.

   (2) 시사성

  두 번째 선정 기준으로는 시사성(時事性)을 삼았다. 시사성은 한 시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다. 한국 현대 문화 현상에 대한 담화에 있어서 시사성은 매

우 중요한 개념이다.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58) ‘SNS 빅데이터로 본 2015년’ 분석에서는 신어 조사 외에도 2015년도의 뉴스 

키워드와 정치인 언급 순위를 나타냈으며 주요 신어와 뉴스 키워드의 월간 추세까

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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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시

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선(2015: 261)은 한국어 교육에서 

시사성 가진 언어자료가 가지는 교육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사성 가진 언어자료를 통한 학습은 주제중심의 학습

(Theme-based instruction)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

기를 유발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 및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59)

  둘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

로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란 고급 학습자, 특수목적, 학문목적 학습자

의 증가를 의미한다.60)

  셋째, 시사성 가진 언어 자료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잘 반영하기 때문

에 학습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습득하면 사

회 문화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결국 의사소통 능력이 함양된다. 

즉, 학습자는 시사 언어자료를 통해 한국 현대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 문

화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가 향상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도 함양된다.

  한편시사성을 가진 신어 자료는 현재 한국 사회·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다. 즉 과거로부터 변화된 현재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담

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대 한국인들의 변화된 가치관과 사고방

식에 대한 이해 역시 돕는다. 그런데 신어 문화 교육용 목록의 선정에 있어

서 모든 신어가 시사성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맛저(맛있는 저녁)’ 같은 

경우 사용 빈도가 높지만 시사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혼밥(혼자

서 먹는 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는 인구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에 맞게 변화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한다. 즉 

현재의 한국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사성이 높다고 볼 수 있

59) 어트거체첵(Otgontsetseg, 2007: 293)은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 자료를 활용

하면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어자료에 신문기사와 

같은 시사 자료를 포함시켜, 흥미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불어 어트거

체첵(2007)은 이러한 시사성 가진 언어자료는 교재를 집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60) 통계청,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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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신어는 시사성을 가져야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학습자 요구

  어휘 선정 기준에 있어 교육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요구

와 교사 요구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손성희·전나영(2011: 

150)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한국어 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목록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소개하면서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 전문어 중61) ‘사회’62)

로 분류된 단어를 활용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본고의 대상인 독일어

권 학습자의 신어 학습 요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언어

(97.5%)와 사회(82.5%)에 대한 관심은 가장 컸다. 그러나 신어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 전문어로서의 ‘언어’와 ‘사회’는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와 

‘사회’는 다르다. 전문어로서의 ‘언어’의 범위를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61) <신어> 자료집에서 나타나는 전문어 분야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유래되었으며, 2000년~2014년 <신어>에 나타난 전문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 건설, 건축, 경제, 고유,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국방,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선박,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연예, 오락, 예술, 우

주통신, 운동, 음악, 의학, 인명, 임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제도, 책명, 

천문, 철학, 출판, 컴퓨터, 통신, 패션, 한의학, 항공, 해양, 해정, 화학, 환경, IT, 

일반어.

62) <신어> 자료집에서의 ‘사회’에 관한 신어의 비율 (2001년~2014년)

년도 ‘01 ‘02 ‘03 ‘04 ‘05 ‘06 ‘08 ‘09 ‘10 ‘12 ‘13 ‘14

어수 26 42 48 38 154 167 114 151 19 16 13 46

합계 834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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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범위:

① 언어 예) 독일어

② 어족, 어파 예) 알타이^어족, 사모예드^어파

③ 문자 예) 문주^문자, 설형^문자

④ 언어학 예) 대조^언어학, 비교^언어학

⑤ 한글 자음 예) 기역, ㄱ, 아, ㅏ

⑥ 문장 부호 예) 마침-표, 은-점01

⑦ 문법 용어 예) 명사, 문장^부사, 문법^형태소, 주격, 사건-시, 상대^

높임법

⑧ 언어학 관련 단체나 기관

사회의 범위:

① 사회 형태 및 사회 제도 예) 가족^제도, 가산^제도

② 사회의 조직 및 경영

③ 사회 사상 및 사회 운동 예) 개인-주의, 국민^사상, 계몽^운동

④ 사회 시설, 사회 사업, 사회 단체 예) 국제^적십자, 걸^스카우트

⑤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 관계 예) 고용^조건

⑥ 실업, 노인, 공해, 계층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 문제 및 사회 현상 예) 

개방적^계급, 개발^공해

⑦ 근로 복지를 포함한 사회 복지 (수당, 연금 따위) 예) 가족^수당

⑧ 국내외 관련 기구 및 조약

⑨ 각종 사회적인 통계자료 및 생활 지표 예) 가족^통계, 거주^수준

⑩ 사회학의 하위 분류 예) 사회^인류학

  전문어로서 ‘언어’에 해당하는 어휘는 언어명, 문자, 문법과 관련된 표현

들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생각했던 ‘언어’, 더 정확히는 ‘한국어’와 큰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한국어를 

늘리고 싶은 데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자면 ‘삼순체’는 ‘언

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인 ‘삼순’을 문장의 끝에 

사용하는 문체나 말투를 의미한다. ‘삼순체’ 이외에 ‘언어’로 분류된 신어는 

‘한본어(한국어와 일본어 단어 섞인 문장)’, ‘그네체(박근혜 대통령의 말투

를 비꼬인 표현)’와 같은 문체와 관련된 신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어

로서의 ‘언어’ 범주에 해당하는 신어는 문화 교육용 내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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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어로서의 ‘사회’는 ‘언어’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도 표현한다. 학습자

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회는 결국 한국에 관련된 것, 즉 한국에서의 사회생

활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① 사회 형태, 사회 제도, ③ 사회 사상, 사회 운

동, ⑤ 사회 관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로 분류된 신어는 학습 요구

와 어긋나지 않는다. <신어>에서 나타난 전문어 중 ‘사회’ 분야는 독일어

권 학습자에게 한국 사회·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이다. 사회

는 교육, 경제, 인간관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매우 넓은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의 영역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어를 비롯한 어휘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사

회·문화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신어

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신어가 생성되는 데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영역으로 신

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4) 교사 요구

앞서 학습자 요구를 세 번째 목록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 역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선정 기준으로 교사 요구를 설정하고, 이

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총 7명의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한다.

교사 조건

� 1년 이상의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교육 

경력

� 문화나 어휘 교육에 대해 연구

  이들은 현재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한국어 교사 경

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고의 대상을 독일어권 한국학과 재학생으로 삼았

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교사 중 현지 독일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

는 교사의 의견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독일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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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계급론, 금수저·흙수저, 포미족, 열정페이, 빨대족, 에이비시맘, 로엘족, 마

담슈머, 액티브 시니어, 핫딜족, 몰링족, 어번 그래니, 스마트 시니어, 그린슈머, 

주거 절벽, 카 푸어, 스펙 푸어, 베이비 푸어, 렌트 푸어, 갓수족, 전화기, 에코 

에듀, 공시 폐인, 공블러, 입시 대리모, 혼술, 혼술족, 화석 선배, 아웃백, 메뚜

기 가족,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탈강남 러시, 신기러기족, 밥터디, 밥터디

족, 스펙 브로커, 갈매기 아빠, 공시촌, 탈스펙, 혼영, 혼영족, 메신저 감옥, 호

모 인턴스, 취업 깡패, 인구론, 사축, 이태백, 취뽀, 스펙, 스펙족, 명태, 일자리 

절벽, 헬조선, 죽창, N포 세대, 완장 문화, 실버 세대, 뉴실버 세대, 강남 명품

론, 바쁨 공화국, 짝퉁 사회, 세월호 세대, 혼밥, 혼밥족, 와인 세대, 취향저격, 

노오력, 나우족, 노무족, 훈남, 훈녀, 초식남, 뇌섹남, 악플, 악플 폐인, 베플, 디

학습자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외의 한국어 교육 

교사는 역시 문화 교육이나 어휘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로 

선정하였다. 교사들은 신어와 같은 교육용 언어문화 어휘의 선정에 대해 조

예가 깊고 현지에서의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신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휘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요구는 신어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7명 중 절반 이상(57%)의 교사가 선택한 신어만을 교육용 신어로 

선정하였는데, 이때 시사성이 낮은 신어는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절반 이

상의 교사가 ‘금사빠’를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시사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에서 제외하였다.

2.1.3. 목록 선정 결과

  앞서 신어 목록에 선정 기준을 사용 빈도, 시사성, 학습 요구, 교사 요구

와 같이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된 93개의 신어 목록은 다

음의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목록 선정 결과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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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치매, 츤데레, 메갈리아·여성시대, 한남충, 트로피 아내, 트로피 남편, 온달 

콤플렉스, 덕후, 육아 휴직 할당제, 에코맘, 골드미스, 골드미시족, 다둥이 가족, 

맘충, 헬기 부모, 헬기 키즈, 썸.

2.2. 문화 교육용 신어의 교육 내용 구성

2.2.1. 목록 배열 방안

  본 절에서는 위에서 추출한 신어를 문화 교육용 목록 안에서 어떻게 배

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단어를 배열하는 방안은 목적

에 따라 자모순, 의미 등 다양하다. 사전이나 <신어> 자료집에서 표제어는 

가장 대표적인 배열 기준인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표기에 따른 배열은 

사전 또는 <신어> 표제어의 형식적 배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표제어는 

의미에 따라서도 배열될 수도 있다. 표제어의 자모순 배열이 언어의 형식에 

의한 배열 방식이라면 의미 중심 배열은 표제어의 내용에 의한 배열 방식

이다(김양진, 2008: 24).

  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어 목록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어를 배열하고

자 한다. 단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단어를 찾을 때 더 효율적이지

만,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의 목적을 고려하면 자모 순서에 따른 배열은 적

절하지 않다. 신어 목록의 목적이 신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한

국어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중심 배열이 문

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위한 적절한 배열 방안이다. 다만 의미 중심 배열에 

따라 신어를 주제로 분류하되, 주제별 안에서의 배열은 자모순을 따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한 신어를 독일어권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위

해서는 선정된 어휘를 의미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요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어를 비롯한 어휘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만 속하는 것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해당 신어가 생성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한 사회·문화 현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 원인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영역을 해당 신어의 주제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신어를 귀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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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한 결과 생성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주제는 크게 경제, 사회, 교육, 

취업, 성격, 인간관계의 여섯 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주제 범주에 따라 신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하나의 범주로 재편성 하였

다. 따라서 본고의 신어 목록에서는 크게 ‘경제·사회’, ‘교육·취업’, ‘성격·인

간관계’의 대주제로 신어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

은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기러기 아빠’라는 신어는 자료집에서 ‘사회’로 분류되어 있는데, 

관점에 따라 ‘교육’과 ‘경제’ 영역 모두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자녀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라는 신어를 ‘교육’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또한 ‘노오력’은 언제나 ‘노

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표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노오력’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나 성격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오력’에서 

언급한 ‘노력’은 20대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즉 ‘노오력’은 젊은이

들의 노동력이 착취(‘열정페이’)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문

제의 원인이 노력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

된 말이기 때문에 ‘경제·사회’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사

회’와 ‘성격·인간관계’ 범주는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신어가 사회적인 차원을 반영하는지, 혹은 개인적인 차원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신어를 추출한 후에도 이를 

재분류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추출한 신어는 세 가지의 주제 범주63) ‘경제·사회’, ‘교육·취

업’, ‘성격·인간관계’로 우선 분류하고 주제 범주 안에서 다시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어 목록의 선정 기준은 사용 빈도, 시사성, 

63) 어휘를 분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나, 본고는 추출한 신어를 <신

어>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어휘 영역 또는 전문어

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신어를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현숙 외

(2001)의 <의미를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에서의 범주를 추가적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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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어 수

경제·사회

갓수족, 강남 명품론, 금수저·흙수저, 그린슈머, 나우족, 

노무족, 노오력, 뉴실버 세대, 덕후, 렌트 푸어, 로엘족, 

마담슈머, 몰링족, 바쁨 공화국, 베이비 푸어, 베플, 빨대

족, 세월호 세대, 수저계급론, 스마트 시니어, 스펙 푸어, 

실버 세대, 악플, 액티브 시니어, 어번 그래니, 에이비시

맘, 열정페이, 와인 세대, 완장 문화, 주거 절벽, 죽창, 짝

퉁 사회, 카 푸어, 포미족, 핫딜족, 헬조선, 혼밥, 혼밥족, 

혼술, 혼술족, 혼영, 혼영족, N포 세대.

42

교육·취업

갈매기 아빠, 공블러, 공시촌, 공시 폐인,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메신저 감옥, 메뚜기 가족, 명태, 밥터디, 

밥터디족, 사축, 스펙, 스펙족, 스펙 브로커, 신기러기족, 

아웃백, 에코 에듀, 이태백, 인구론, 일자리 절벽, 입시 

대리모, 전화기, 취업 깡패, 취뽀, 탈강남 러시, 탈스펙, 

호모 인턴스, 화석 선배.

29

성격·인간관

계

골드미스, 골드미시족, 뇌섹남, 다둥이 가족, 디지털 치

매, 맘충, 메갈리아·여성시대, 썸, 악플 폐인, 에코맘, 온

달 콤플렉스, 육아 휴직 할당제, 초식남, 취향저격, 츤데

레, 트로피 아내, 트로피 남편, 한남충, 헬기 부모, 헬기 

키즈, 훈남, 훈녀.

22

학습 요구, 교사 요구로 총 네 가지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93개의 신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최종적인 신어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64)

[표 III-26] 신어 목록 배열

  다음 절에서는 추출한 신어의 내용 정보를 어떤 방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선정하고자 한다.

64) 전체 목록 및 뜻풀이는 부록1에서 확인하면 된다.



- 71 -

① 표제어로 선정한 어휘는 모두 주표제어로 제시하였다.

② 표제어는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관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로 표기

하는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고유어로만 구성된 표제어의 경우 원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 한자어에는 대응 한자를 밝히고 외래어는 해당 언어명을 ‘< >’ 안에 약어로 

쓰고 뒤에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예) 개총(開總), 프래깅(<영>fragging), 마롱-라테(<프>marron<이>latte)

③ 표제어 내부에는 ‘-’,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띄어 쓰는 방법으로 표

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보여 주었다.

예) 헛-욕, 셀피-족, 고급-지다, 그린-라이트, 꽃-오빠

예) 익상^견갑골, 호모^도메스티쿠스, 하프^소잉, 퀵^윈^기술

� 일반어 구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통해 표제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예) 등골 패딩, 벽치기 연설, 클릭 농장, 홈 버스

� 혼성어로서 표제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예) 커넥티즌(<영>▼←connect netizen), 픽처리어(<영>←picture interior)

④ 표제어는 각각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초성자, 중성자에, 종성자에 순차적으로 

적응하였다.

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표제어는 해당 분여의 명칭을 ‘『 』’ 안에 제시

하며, 해당 뜻풀이 앞에 표시해 두었다.

⑥ 뜻풀이는 어휘의 개념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 설명을 그 

뒤에 제시하였다.

⑦ 용례는 ‘¶’ 뒤에 제시며, 원치적으로 출처가 분명한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서 찾아 제시하였다. 용례의 출처는 ‘《 》’ 안에 제시되었다.

2.2.2. 신어의 내용 정보 제시 방안

  앞서 신어 목록의 결과를 밝혔는데, 이 절에서는 추출한 신어에 담긴 교

육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기술하고자 한다. 2014년 <신어> 

자료집의 제시 원칙을 보면 형태, 전문분야, 뜻풀이, 용례, 원어 순으로 정

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나타나는 제시 방법은 <『표준국

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신어>의 따른 제시 원칙을 간단히 요

약하자면 다음의 [표 III-27]와 같다.

[표 III-27] <신어> 표제어 제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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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의 주된 연구 목적은 신어의 추출 및 선정과 신어의 정보 기술

(형태와 뜻풀이, 등) 및 편찬기 등록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본고의 

목표와 다르다. 말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록은 문화 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휘 제시 방식을 이에 따라 맞추어야 한다. 앞의 [표 

III-27]을 통해 제시한 <신어>의 제시 원칙과 이에 따른 <『표준국어대

사전』 편찬 지침>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기술할 문화 교육용 신어의 어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형태 정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은 형태 정보를 원어, 어종, 발음·활용, 품사 

정보로 나누고 있다. 본고의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에서는 원어, 어종, 발

음·활용, 품사 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태 정보는 

어휘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신어 안에 내재된 문화적 함

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어의 형태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

한, 학습자는 신어의 형태 정보를 통해 일차적으로 신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어 형태에 관한 정보는 신어 목록에 포함시키도

록 한다. 한편 추출한 신어의 경우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 오해할 여지가 없

고, 이들의 품사는 또한 명사나 명사구이기 때문에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

으므로, 발음, 품사 정보는 신어 목록에서 제공할 어휘 정보에서 제외하고

자 한다.

  원어(原語) 정보는 해당 신어의 본디 풀어서 보여준다. 즉, 신어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코 

에듀’의 본디는 ‘에코노미컬(economical)’과 ‘에듀케이션(education)’을 줄

여 합친 말, ‘eco edu(←economical education)’이다. ‘에코’ 같은 경우 원

어가 제시되지 않으면 ‘에코노미컬’의 줄임말이 아닌 ‘에코(echo, 목소리의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메아리 따위를 만드는 장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예는 ‘포미족’이다. 포미은 ‘FORME(←For 

health, One,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의 약성어인데, ‘포

미(for me)’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개괄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어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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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는 파

악할 수 없다. 따라서 ‘에코 에듀(eco edu)’와 ‘포미족(for me族)’의 경우 

해당 신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원어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신어의 원어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신어의 조어법 과정 역시 보

여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밥터디’는 ‘밥’과 ‘스터디(study)’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첫글자 ‘스(s)’가 빠져 만들어졌다. ‘에코 에듀(eco(←economical) 

edu(←education))’, ‘포미족(←FORME(←For health, One,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族)’, ‘밥터디(밥tudy(←study))’의 경우 원어

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조어법 과정도 다룰 수 있다.

  또한 원어를 다룰 때 어종(語種) 역시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종은 어휘의 종류, 즉 고유어, 한자어, 영어 등을 따위를 이른

다. ‘골드미시’ 같은 경우 ‘골드’와 ‘미시’의 합성어인데, 이때 ‘골드(gold)’의 

어종은 영어로 인식하지만, 영어인 ‘미시(missy)’는 한자어 ‘미시(未時, 美

時, 微示, 微時)’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앞서 신어 인식 양

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K.29_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종

은 어원·조어법과 같이 신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신어 목록에서 기술할 어휘 정보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주제 정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는 추출한 신어를 일차적으로 주제별로, 즉 의미

에 따라 선정하고자 한다. 신어를 주제별로 선정하면 연결된 신어를 쉽고 

효율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신어 목록에 사용될 주제 

영역은 <신어>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전문

어에서 차용하였다. 불충분한 주제 영역은 신현숙 외(2001)의 <의미를 분

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보충하였다.

  신어의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할 주제 범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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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 

(65개)

가톨릭, 건설, 건축, 경제, 고유,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국방,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선박,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연예, 오락, 예술, 우주통신, 운동, 음악, 의학, 인

명, 임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제도, 책명, 천문, 철학, 출

판, 컴퓨터, 통신, 패션, 한의학, 항공, 해양, 해정, 화학, 환경, IT, 

일반어.

신현숙 

외(2001)

(47개)

인간과 인간관계, 가족과 친인척, 성과 결혼, 신체와 생리작용, 병과 

치료, 삶과 죽음, 감각과 감각기관, 생각과 감정, 성격과 태도, 의생

활, 식생활, 주생활, 말과 글, 언론과 출판, 정보와 통신, 교육, 과학

과 학문, 종교와 믿음, 문명과 문화, 예술, 취미, 놀이와 게임, 운동, 

나라 이름, 국가와 정치, 법과 질서, 국방, 사회와 사회활동, 경제와 

경제활동, 직업과 직장, 산업, 연료와 에너지, 도로와 교통, 자연현

상, 동물, 식물, 모양, 빛과 색채, 수와 수량, 시간, 공간과 우주, 상

태와 정도, 동작.

  또한, 신어를 주제와 함께 접하는 것은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린라이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의미하며, ‘연애’와 같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어권 학습자

가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그린라이트’는 신호등이다. 한국에서는 ‘파란불’이

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초록불’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연상은 ‘무엇을 허

락하다(grünes Licht geben)’의 표현이다. 두 의미는 언뜻 보기에 ‘그린라

이트’의 실제 뜻과 먼 것 같지만 ‘연애’와 같은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신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뜻풀이

  지금까지 제시한 형태 정보와 주제 정보가 신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학습자는 뜻풀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어의 뜻을 

접하게 된다. 뜻풀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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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함의:

금수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으로 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

지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흙수저란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금수저와 상반된 

개념이다. 금수저는 노력 없이 꾸준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면, 흙

수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즉, 빈부의 격차의 문제와 경제·사회적 상태의 상승과 관련한 말

이다.

뜻풀이:

금수저·흙수저, 부모가 부자면 금수저; 반대는 흙수저를 이르는 말.

  금수저·흙수저의 경우 뜻풀이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뜻풀이만으로는 해당 신어의 문화적인 함의를 알 수 없다. 그

러므로 문화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문화적 함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수저·흙수저의 의미는 ‘부모가 부자면 금수저, 

반대는 흙수저를 이르는 말’의 설명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의 

신어 목록은 문화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사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함의를 필요하다. 금수저·흙수저의 문화적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문화적 함의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한 뜻풀이는 해당 신어가 생성된 당시

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시대적 성격 및 

사회적 성격, 즉, 시사성을 알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함의는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의 핵심 내용이 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

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은 (1) 형태 정보, (2) 주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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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실버 세대 「경제·사회」

① 어원: new silver 世代 조어법: 합성어 어종: 영+영+한

②
정년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

보, (3) 뜻풀이와 (4) 문화적 함의를 포함하여 <그림 III-2>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해당 신어 주제

③ 문화적 함의
시사성, 뜻풀이의 설명을 

넘어서 문화적 설명

① 문자적인 

의미
어종·원어, 조어법

어휘의 의미② 뜻풀이

<그림 III-2> 신어 목록 어휘 기술 방식

2.2.3.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 제시의 예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신어 목록 어휘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실제

로 신어를 기술한 예를 보이고자 한다. 대상이 된 신어는 ‘뉴실버 세대’, 

‘탈스펙’, ‘포미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3)에 나

타나는 문화적 함의에 대한 설명은 신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논저를 참고

하였다.

   (1) ‘뉴실버 세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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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간의 평균수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며, 선진국은 이미 총인구의 7% 이상을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 한국도 7%를 넘어섰다. 인구 학자들에 의

하면 고령화 사회가 이대로 꾸준히 늘어나면 2021년에는 14%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퇴한 뒤 퇴직금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을 이르는 말이다. 언급한 것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이들의 신체적 건강까지 좋아지면서 사회활

동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이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

여하는 노인들을 바로 뉴실버 세대라 부르는데, 기존의 실버세대와

는 구별되는 ‘새로운(new)’ 실버세대를 뜻한다. ‘실버’는 노인을 뜻

하며, 이것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 용어이다.

뉴실버 세대에 속한 세대는 1945년 이후에 태어났다. 뉴실버 세

대는 ‘엔스(nS)세대’나 ‘황금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김정실, 2008)

탈스펙 「교육·취업」

①
어원: 脫spec(←

specification)
조어법: 파생어 어종: 한+영

②
최근 대기업들이 스펙에 상관없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공고하며 

생겨난 말.

③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직요건,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을 위한 스펙은 학력,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는 물론  인턴, 자원봉사, 공모전 입상 경

험, 그리고 성형까지 갖춰야 취업에 성공한다는 취업준비생들의 인

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스펙’보다 인성을 갖춘 인재, 자기 기업에 맞는 인재를 고

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탈스펙화를 위해 지원자의 학교

   (2) ‘탈스펙’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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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재란을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 서류전형 자체를 하지 않는 기

업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

공의 길을 높은 구직요건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전공 지식을 쌓는 학업보다는 토익점수나 봉사활동 시간 등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매달리고 있어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낭

비하고 있다.”

(김은애·조성인, 2014)

포미족 「경제·사회」

①

어원: FORME(←for 

health, one (가구),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族

조어법: 파생어 어종: 영+한

② 소비도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③

  포미(FOR ME)는 건강(For health), 일인가구(One), 여가

(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어이다. 이는 다소 비싼 제품이더라도  자

신에게 가치를 두며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행태를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 포미족은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

끼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포미족의 특징은 소비 또는 가치 소

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비싼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성향이 강했다면, 포미족에게서 나타나는 소비 트렌

드는 개인적이며 자기만족적인 경향이 강하다. “포미족의 가치 소

비 트렌드는 고관여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디오, 카메

라 등의 ‘취미 가전’이 그런 분야다. 저가 제품 판매 전략을 내세우

던 홈쇼핑에서도 가치소비 현상은 발견되고 있다. 2013년 한 쇼핑

몰이 선보인 ‘베라왕 백’의 봄·여름 명품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고가

임에도 다섯 차례 방송에서 65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30만 원

   (3) ‘포미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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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고가 화장품 ‘르페르’도 하루에만 매출 7억 원을 올렸다. 또 

100만 원을 호가하는 ‘헝가리산 거위 털 침구 풀세트’도 10억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포미족의 소비 심

리를 자극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트렌드 지식 사전>, 2013)

  <그림 III-2>은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신어의 문화적 함의를 교수·학습

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모형이다. 앞에서 제시한 ‘뉴실버 세대’, ‘탈스펙’, 

‘포미족’의 경우처럼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신어에 내재된 문화적 함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어의 (1)축자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2) 정확한 의

미를 뜻풀이를 통해 설명한다. (1)과 (2)의 과정을 거친 후 교사는 학습자

에게 단순한 뜻풀이를 넘어서 신어에 내재된 (3)문화적인 함의를 교수·학

습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급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뜻풀이를 통

해 알 수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는 매우 제한적이며, 문화적인 함의가 제공

될 때 비로소 해당 신어가 내포하고 있는 시사적 의미를 알 수 있다.

  IV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

해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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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실제

  본장에서는 앞서 문화 교육을 위해 선정된 신어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가 문화 교육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

를 통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신어 목록에 내재된 문화적 

함의를 도출해 냄으로 그 안에서 교육 내용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구

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목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어권 학습자가 신

어의 유형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

다. 해치와 브라운(Hatch & Brown, 1995: 383)에서 ‘외국어 어휘 학습 모

형’의 1단계인 ‘새로운 어휘 접하기’와 마찬가지로, 신어를 통해 문화 교육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에 대한 유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네이션(Nation, 2011: 49)에서도 단

어를 안다는 것과 관련하여 어휘에 대한 형태를 구분하여 학습자에게 인식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의 형태를 인식하지 못

하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어휘 사용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어휘 학습에서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 신어를 활용하는 목적은, 기

존의 여러 연구들처럼 단어 형성법이나 조어법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문화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휘의 유형이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휘의 유형과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 문화 교육을 위한 하위 목표로

는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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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어 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신어 안에 반영된 한국

의 현대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어’는 말 그대로 ‘새로 생긴 말’이다.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들이 생겨나면 언중들은 이를 지칭하기 위

한 새로운 말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어가 등장하게 된다. ‘언

어문화’의 개념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언어 안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즉 문화가 담겨 있다. 같은 이치로 언어의 하

위분류라 할 수 있는 새로 생겨난 ‘신어’ 안에도 당연히 문화가 담겨 있다. 

그러나 ‘신어’는 새로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신어 안에는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어를 통해 한국의 현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겨진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

까지도 추론하고 읽어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와 언어 자료가 있겠지만, 신어의 경우는 

어휘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많은 문화적 함의들을 담

고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신어 교육의 두 번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신어’라는 언어 안에 

내재된 문화 현상을 추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언어문화적인 통찰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어휘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 ‘전화기’라는 신어

는 ‘취업이 잘 되는 세 개의 전공학과인 전기전자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

학과’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전화기’라는 신어의 의미를 아는 것

을 넘어, 그 의미를 통해 현재의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의 대학에서 무엇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요시 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어휘 하나만 가지고도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를 엿

볼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 안에 담겨진 문화를 통찰하고 엿

볼 수 있는 언어 문화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은, 또 하나의 신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신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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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어 안에 반영된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한다.

2.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 언어 안에 내재된 문화 현상까지도 통찰할 수 있

는 언어문화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준다.

3. 언어 간, 문화 간 비교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한국과 독

일의 문화는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반드시 언어에도 반

영되기 마련이다. 양 언어를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두 문화에 대한 전보다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의 신어를 구성하는 어휘 또는 표현 방식과 이에 내재된 사회·문

화 현상까지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어를 통

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IV-1]와 같다.

[표 IV-1]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목표

2.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내용

2.1. 신어에 반영된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함의

  신어 안에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

은 이미 II장과 III장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 사회·문화적 현상을 

눈으로 관찰되는 ‘현상’의 수준을 넘어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현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

다.

  가치관은 사회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다. 가치관은 

다음의 두 가지의 관점을 포함한다. 첫째, 어떠한 상태가 행복하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가치관이다. 둘째,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가 틀린 것이냐와 관련된 도덕적 판단 기준 또는 사고방식이다. 이상 



- 83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인

의 

가치관

가치관

가족주의 ‘우리’의 사용, 정(情), 한(恨), 신명 등

건강
웰빙, 민간요법, 보약, 한의원, 침, 목용

(대중탕) 등

성역할 남존여비의 변화(직업의 변화) 등

가치관의 변화 미(美)의 기준 변화, 세대 차이 등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퀵서비스, 음식배달, 경제발전의 원동력 

등

민간신앙 점, 미신, 금기 등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언급한 가치관의 두 가지의 측면은, 그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선택할 때에 무의식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립국어원(2011)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에서도 

가치관을 문화의 하위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의 하위 범주로서 가치관

의 세부 항목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문화범주 가치관

  위의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한국

인의의 가치관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가치관’에는 ‘가족

주의, 건강,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있고, ‘사고방식’에는 ‘빨리빨리 행

동’, ‘민간신앙’, ‘종교’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

면, 정, 한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도 포함되어 ‘웰빙’, ‘퀵서비스’와 같이 새

로운 세대의 새로운 가치를 나타내는 신어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집단과 세대 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

은 새로 만들어진 말, 즉 ‘신어’를 통해 표출되고 표현된다. <국제통용 한

국어 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여 신

어를 통한 문화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면, 다음의 <그림 IV-1>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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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

사회·문화적 현상

그 현상 안에 내재된 

가치관 및 사고방식

<그림 IV-1>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내용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

적 현상을 반영하며, 그 현상 안에는 또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신어 안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이며, 따

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를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러기 아빠’라는 신어는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놓고 홀로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남편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신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수많

은 정보들을 추론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다.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해외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왜 해외에 유학을 보내

지? 국내의 교육이 어려운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더 잘 되

어서인가?’,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등과 같은 추론과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살펴볼 수 있다. ‘기러기 아빠’

라는 신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인의 가치관에는,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인의 가치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한

국 부모의 가치관’ 등과 같이, 사회 현상 안에 내재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은 신어에 내재된 한국의 문화

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층

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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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경제·사회」

① 어원: active senior
조어법: 합성

어
어종: 영^영

②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50·60대.

③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이르는 말이다. 적극적으로 소비하

고 문화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실버 세대’와 구분된다. 이들

은 특히 건강관리와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가와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어모털족(amortal族)’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65)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은 경제력 활동, 즉 소비다. 액티브 시니어는 넉넉한 자산과 소

득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는 대기업들과 관련된 여러 연구

소들에서 연구 대상으로 관심 받고 있다.66)

  유통산업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소비에 강한 즉,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한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마케팅’도 벌

어지고 있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얼마 전까지 30~40대 주부들

용, 즉 신어가 표현하는 사회상이며 둘째는, 그 현상 안에 담긴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것 즉, 그런 신어를 생성하게 된 원인이 되는 한

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틀은, 앞서 III장의 신어 목록 결과에서 세 가지 주

제로 추출한 총 93개의 신어에 적용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각 

주제별로 추출한 신어를 중심으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는 문화적 함의를 나타내는 설명을 위해 기존 논저를 참고

하였다.

2.1.1.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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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고객이었으나,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의 시선을 끌기 위

해 새로운 방송 편성과 상품이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67)

  또한, “LG경제연구원 김재문 수석연구위원은 ‘시니어 마케팅

의 출발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시니어 소비자들은 자신

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리하

게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며 ‘시니어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얻

는 기업이 미래의 마케팅 전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트렌드 사전>, 2013)”

  ‘액티브 시니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요구도 경

제적 여유를 즐기는 우세한 ‘시니어’들에게 맞히게 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

한,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은 개봉되는데, ‘시니어’들의 관심사를 살

펴보면 이들의 가치관이 드러낸다. 이들의 적극적인 요구는 ‘외모, 건강, 여

가, 사회 활동’에 있다. 가족을 중시하고 자신의 삶은 희생만 하던 이전 세

대와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관

과 사고방식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었다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는 개인의 행복을 우

선시 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65) 임세정, 「유통업계 “경제력 있는 50대 이상 고객 잡아라”··· ‘액티브 시니어’ 

마케팅이 뜬다」, 『국민일보』, 2013년 4월 21일.

66) 김명희, 「중장년층 시장 노린 ‘액티브 시니어’ 마케팅 뜬다」, 『전자신문』, 

2013년 2월 18일.

67) 박선희, 「유통업계, 주부에서 ‘액티브 시니어’로 눈 돌린다」, 『동아일보』, 

2013년 1월 17일.



- 87 -

공시 폐인 「교육·취업」

① 어원: 公試 廢人 조어법: 합성어 어종: 한^한

②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지친 사람들.

③

  ‘공시 폐인’은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지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폐인 중(게임 폐인, 인터넷 폐

인, 드라마 폐인 등)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지원자가 무려 22만 명이나 되었다. 불황과 취

업난 속에 4천백 명을 뽑는 2016년 9급 공무원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명 넘게 몰렸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도 3천 명이고, 40대 이상 중장년 지원자도 만 명이 

넘는다. 첫 급여는 대략 연봉 2천5백만 원, 민간 기업보다 

천만 원 가량 적다. 하지만, 확실히 보장되는 정년과 공무

원 연금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이른바 ‘칼퇴근’인 삶의 수

준도 열풍을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68)

2.1.2. 교육·취업

  신어 ‘공시 폐인’은 한국 현대 사회에 대해 다음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되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급증하다 보니 경쟁률은 높아

지고, 그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

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폐인’이 되어 버

린 사람이 많아져서 ‘공시 폐인’이란 신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폐인이 되

어도 계속 시험을 준비한다. 

  ‘공시 폐인’이라는 신어 안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사회상과 더 

나아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고액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오래 일

68) 임명규, 「공시족이 뭐길래?…9급에 역대 최대 22만 명 지원」, 『KBS 뉴

스』, 201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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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미스 「성격·인간관계」

① 어원: gold miss 조어법: 합성어 어종: 영^영

②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을 이르는 말.

③

  골드미스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노처녀를 이르

는 ‘올드 미스(old miss)’에서 파생된 말로 추측된다. 주로

30대에서 40대 미만인 미혼여성을 가리키며, 이들 중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더불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벌며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이나 대기업 사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을 ‘골드미스’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킨

다. 

  골드미스는 자신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며 성취욕이 

높은 여성이다. 이들에게 결혼은 우선순위가 아니거나 마지

막에 위치한다. 결혼 대신 우선적으로 명품 쇼핑이나 우아한 

해외여행을 즐긴다. “골드미스들이 결혼정보업계, 여행업계, 

패션업계, 미용업계, 외식업계 등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여가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

는 직업관이 우세함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간단

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

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일류대를 나온 학생들도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변화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있어 현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풍토가 한

국 사회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음을 ‘공시 폐인’이란 신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1.3. 성격·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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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경제적 실세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된장

녀’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된장녀가 남

자의 조건에 기대어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사치스런 소비적 

삶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면, 골드미스는 자아실현을 위해 자

신이 누릴 것을 스스로 성취해나가는 열정과 전문적 경쟁력

을 지닌 여성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대중문

화 사전>, 2009).”

  ‘골드 미시’의 등장은 결혼과 출산, 육아와 내조로 이어지는 여성의 삶에 

관한 틀을 깨뜨리고, 적당한 나이에 한 남자의 여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여

성보다는, 자신의 본질과 삶을 찾아 스스로 개쳑하는 여성을 멋진 여성상이

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의 변화를 반영한다.69) ‘골드 미시’라는 신어를 통해, 

‘남존 여비’와 같은 여성을 경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여성의 지

위가 향상되고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

는 한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2.2. 언어 간 문화 비교

  언어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 비교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어 간 문

화의 비교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1)비슷한 표현에, 

동일한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 (2)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 (3)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

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한국어에서의 신어와 이에 상응할 수 있

는 독일어의 신어 또는 관용어70)를 살펴보기로 한다.

69) 이남희(2007)에서는, ‘골드 미시’의 등장은, 한국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70) 한국어는 신어이지만, 독일어는 신어가 아닐 수 있다. 이전부터 있던 말이나 

관용 표현일 수 있다. 



- 90 -

한국의 ‘금수저’ 독일의 ‘은수저(Silberlöffel)’

‘금수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는 것으로 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며, 별 노력 

없이 잘 살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한

다.

[이의 반대말은 흙수저이다.]

‘은수저’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는 것으로 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며, 별 노력 

없이 잘 살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한

다.

[대응되는 반대말은 없다.]

‘금수저’는 2015년경부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신어이며, 독일의 ‘은수저’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두 말은 각각 다른 금속으

로 만든 것이지만, ‘금수저’와 ‘은수저’는 수저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내려 

받는 부(富)에 대한 표현을 의미한다. 또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금수

저’와 ‘은수저’는 사회를 부자와 빈자로 나눔으로 계급 제도에 대한 사고방

식도 들어낸다. 즉, ‘금수저’와 ‘은수저’는 언어적 표현과 사회·문화적 보편

성을 나타난다.

한국의 ‘엔스(뉴실버) 세대’ 독일의 ‘엔스(NS)’

‘엔스(nS)세대’는 ‘뉴실버 세대’의 

줄임말이다. 이는 정년퇴직 후에

도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

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나치즘(Nationalsozialismus)’을 줄여 

이르는 말은 ‘엔스(NS)’이다. 이는 생

물학적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가 섞인 

독특한 파시즘이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독일의 반공민

족주의인 범게르만주의에서 발생하였

다.

한국의 ‘엔스(뉴실버) 세대’와 독일의 ‘엔스(NS)’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엔스(NS)’의 약자는 히틀러 나치정권의 역사적 지

대한 영향을 가짐으로 우선적으로 이와 연결된다. 반면 한국의 ‘엔스(뉴실

버) 세대’는 현재 한국의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말을 의미한다. 두 표현에 

   (1) 같은 표현, 같은 문화

   (2) 같은 표현,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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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자를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원어 보면 해당 표현의 의미가 다르

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엔스(뉴실버) 세대’와 ‘엔스(NS)’의 

약자만 보고 독일어권 학습자는 실제 의미와 떠오르는 의미가 다를 수밖

에 없다.

한국의 ‘열정페이’
독일의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

어려운 취업현실을 가리키는 신어

로,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을 이르는 말이다.

취직을 못하며 계속되는 인턴 제

도에 잡혀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정

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20·30대

인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의 ‘열정페이’와 독일의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는 같

은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른다. 이는 현재 20·30대의 이전 세대는 안

전한 정규직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비슷한 이력 조건을 가진 20·30대

가 많아졌기 때문에 취직을 대신에 저인금으로 파트타임이나 인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앞서 살펴본, (2)와 달리 ‘열정페이

(熱情pay)’와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는 사회·문화적으로 

같은 현상을 가리키지만  언어적으로 두 표현은 전적으로 다른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나,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 다른 표현, 같은 문화

  앞에서의 언어 간 문화 비교에서 세 가지 층위, (1)같은 언어 같은 문화, 

(2)같은 언어 다른 문화, (3)다른 언어 같은 문화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았

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독일어권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점과 공

통점을 학습하게 되며, 이보다 더 이러한 교수·학습 내용으로 언어 안에 내

재된 문화 현상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언어적 감각을 키워준다. 

  언어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한국어와 독일어에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 다른 표현임에도 같

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즉, 언어 간 문화 비교에 있어서 표현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신어에 반영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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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인 감각까지 키울 수 있

게 된다. 가령, ‘뉴실버 세대’의 ‘실버’는 노인의 흰머리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색깔 하나만으로 ‘노인’, ‘고령화 사회’ 등과 같은 이미지 떠올릴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3.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방법

  주지하다시피, 신어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훌륭한 교육적 

제재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신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문화 교육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신어 안에 담겨진 문화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사성이 매우 강하다. 신어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

해 전파되기 때문에, 신문의 사설이나 뉴스와 같은 읽기 텍스트 또는 듣기 

음성 자료의 형태로 학습자들에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읽기와 말하기, 듣기

와 말하기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기능을 연계한 기능 통합 수업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문화적 맥락 추론하기, 문화적 가치 비교하기, 문화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문화 교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어 목록에서 한국 젊은 세대의 취업난에 관한 신어

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신어를 예시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소

개하고자 한다.

3.1.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함의 추론하기

  학습자는 여러 경로와 맥락 속에 신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신어가 형

성된 사회·문화 맥락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해당 신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직접 설명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언어적 감각을 키우기 위

해 상호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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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는 학습자에게 해당 신어의 뜻풀이를 제시한 다음 학습자한테 ‘○○

는 무슨 뜻일까?’라고 물어본다.

② 응답을 마인드맵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본다.

③ 해당 신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한다.

화석 선배, (化石 先輩; 한^한; 합성어), 취업 전까지 졸업을 미루는 고 학

번 선배.

적 맥락을 추론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활동은 ‘화석 선배’의 예의를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화석 선배 (化石 先輩)

취업난 경력 ‘스펙’

고학번 ...

  ‘화석 선배’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고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는 

고 학번 선배를 가리킨다. 이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은 청년 실업

률에 있다. 졸업생보다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취업원서를 내는 것은 취업

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석 선배들은 대학에 남게 된다. 화석 선배는 또한 

취업난이 만든 서글프고 냉소적인 청년들의 말 중 하나이다. 한국인 대학생

들은 취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취업난과 교육은 깊은 관계가 있다. 학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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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어 신어가 내재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본다.

② 이의 의미에 적실한 독일어 표현이나 상황을 찾아 이에 대한 의미를 정

리해본다.

③ 두 사회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본다.

④ 두 사회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현상의 나열해본 결과 통해 한국인의 가

치관을 살펴본다.

취업준비생들은 교육을 통해 취업난을 벗어나려는 모양이다.

3.2.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적 가치 비교하기

  앞서 방법을 통해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하였다. 외국어

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그러므로 신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

해서는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교 접근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

하다. 첫째,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한국어의 신어와 독일어에 내재된 사회·

문화 현상을 비교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출발한 비교도 있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 가치 비교의 목표는 현대 사회의 풍조를 엿보고 비교함

으로 양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간다.

  사회·문화적 가치 비교를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앞서 교육 내용에서 한국인들의 가치관만 다루었다. 사회·문화적 가치 비

교를 통해 독일인의 가치관까지 드러낸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뉴스, 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뉴스, 기사 등은 신어의 생성과 

널리 알리는 것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들한테 자료를 

통해 해당 신어의 의미와 시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이를 파악한 다음 해당 

신어로 비교 대상인 독일어 표현이나 상황을 찾는다. 학습자는 모국어에서 

신어와 맞는 표현이나 상황을 찾으면서 해당 신어가 내재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을 마련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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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電化機(←電磁·化學·機械工學科); 한+한+한; 축약어), 전자공학

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학생/졸업생을 이르는 말.

“금융 회사에서 2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허모(여·29)씨. 70여 

회사 정규직 채용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허씨는 자기

가 지여인이라서 서류 전형 통과도 어렵다고 했다. 지여인은 지방대 출

신·여성·인문대생을 뜻한다.

인문계 취업난은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

업생의 90%가 논다) 같은 말도 만들어냈다. 반대로 취업 시장에서 강

세를 보이는 이공계 출신은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 전공

자)로 불리며 지여인의 부러움을 샀다. 자기소개서에 없는 얘기를 꾸며 

넣어서라도 취업에 목을 매는 현상을 자소설(자기소개서+소설)이라는 

단어로 풍자했고, 천신만고 끝에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때 기쁨을 서류

가슴(서류 합격+오르가슴)으로 불렀다.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는 ‘체감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다 취업을 한다 해도 정규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대의 관심이 

취업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에 학습자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간다.

  다음과 같은 신어 예시를 통해 사용할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적 가치

를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 기사에는 (1)‘전화기’, (2)‘인구론’와 관련된 다른 신어도 같이 한 

맥락에서 언급된다.71) 다룰 신어 전화기와 인구론은 밑줄을 치고 굵으며, 

이외 기사에 나타나는 신어는 밑줄만 쳤다. 이대로 학습자는 신어와 모르는 

단어들 구별할 수 있다.

   (1) ‘전화기’의 예시

  ① ‘전화기’는 취업에 강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학생 또

71) 최연진, 「'금수저' 남자가 '취향저격'… '지여인'은 '전화기'가 부럽다」, 『조선

일보』, 201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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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론(人9論; 한+숫자+한; 축약어), ‘인문계 90%가 논다’; 취업이 안 

되는 인문대.

는 졸업생을 이르는 말이다.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므로 전자공학과, 화학공

학과, 기계공학과는 대학 전공 선택의 새로운 트랜드가 되었다.

  ② ‘전화기’와 같은 표현이나 상황은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과 마

찬가지 독일 대학생들은 공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72)

  ③ 한국에서 입학률 물론이고 졸업률도 높다. 반면 한국에 비해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의 졸업하

는 독일 학생들은 단 36%이며, 대학생들의 졸업률에 관한 조사에서는 독

일이 OECD국가 중의 맨 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났다.

  ④ ‘전화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은 대학교를 다니게 된 동기

와 관련된 내용이다.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가 인기가 많아지

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화기’ 졸업생이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은 대학교를 다니는 중요한 동기는 ‘취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학은 학문을 위한 곳이기 보다, 취업을 위

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독일 대학생에게는 이러한 부담감은 

없다. 즉, 한국에서의 취업난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인구론’의 예시

  ① ‘인구론’은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론)다’는 표현으로 취업이 어

려운 인문계 졸업생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인구론’과 같은 표현은 없으나, 한국의 ‘인구론’과 같이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을 일어난다.

  ③ 양국 인문계 졸업생에게 취업이 어렵지만 독일의 대학 졸업률이 매우 

낮아 문제가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72) Anzahl der Studienanfänger/-innen im ersten Hochschulsemester in 

Deutschland im Studienjahr 2015/2016 nach Fächergruppen. 

https://de.statista.com/stat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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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 토론을 위해 진행자 정하기, 뉴스나 기사 등 도입 자료로 사용.

② 도입: 준비 자료를 통해 주제에 대해 학습.

③ 활동: 토론 진행.

④ 정리: 토론 활동의 논쟁 과정 및 결과 정리.

  ④ 인구론은 이공계를 선호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단어다. 한

편, 기업들의 이공계 선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문계열 취업률이 낮아지

자, 대학평가에서 불리해진 대학들이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

합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화기’와 ‘인구론’은 정반대인 의미를 가지며, 한국 취업 문제의 양극단

을 보여준다. ‘전화기’와 ‘인구론’은 보여주는 것은 한국에서 대학 공부의 

최종 목표로 취업을 들 수 있다.

3.3.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세 번째 교육 방법은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 가치에 대해 토론하는 것

이다.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 가치를 토론하기 전에 먼저 해당 신어의 의

미를 파악해야 한다. 또는 신어 교육의 방법 (1) 함의 추론하기 혹은 (2) 

가치 비교하기를 통해 먼저 해당 신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본다.

  토론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준비, 도입, 활동, 정리의 단계로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최근에 한국 사회 속에 빨리 늘어나고 있는 ‘혼자 

즐기는 문화’를 나타내며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혼밥(혼자서 먹는 밥)’, 

‘혼영(혼자서 보는 영화)’, ‘혼술(혼자서 마시는 술)’ 등을 토론 주제의 예

시로 사용하고자 한다.

  도입 자료로 “1인 가구 급증…‘혼자 즐기는 문화’ 성행”73)이라는 뉴스 동

영상으로 주제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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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가구가 크게 늘면서, 혼밥이나 혼술 [...] 혼영에 이어서, 혼자서 

노래방 가기도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있는 '혼자 즐기는 문화', 김가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가 주변에 있는 노래방, 여느 노래방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기존의 노래방과는 

달리, 혼자 가서 짧게 몇 곡 부를 수 있는 이른바 ‘코인노래방’입니다. [...]

[인터뷰 : 대학생]

  ‘혼자서 취미생활하고 싶을 때 [...] 여럿이 가는 것보다 혼자서 소박하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때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인터뷰 : 대학생]

  ‘할 거 없을 때 약간 시간 때우기 좋아서 자주 오는 편이고, 개인적인 

공간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오게 되는 거 같아요.’ [...] 이런 코인 

노래방은 대표적인 '3S 문화'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놀이 

문화로 꼽히는 3S 문화는, 3S문화 Short time (짧은 시간) Small money 

(적은 돈) Special experience (특별한 경험) 짧은 시간과 적은 돈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놀이문화를 말합니다. 금전적,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잘 반영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혼자 노는 문화를 꼭 개인만의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 교수 / 경희대 영미문화과]

73) “1인 가족 급증…‘혼자 즐기는 문화’ 성행”, <KTV뉴스> 2016년 10월 14일. 

http://m.pandora.tv/?c=view&ch_userid=ktv2008&prgid=542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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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게 좋은 거니까 혼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시하죠. 

어디에다가. SNS에다가 전시하잖아요.’ 개인의 효율을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혹은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등 혼자 노는 문화에 

합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함께하는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코인노래방이 확산되는 속도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자료로 사용할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뉴

스 기사에서 언급된 코인 노래방은 한국의 나홀로 노는 문화를 잘 반영하

고 있다. 이러한 문화가 급속히 번지면서 ‘혼밥’, ‘혼영’, ‘혼술’ 등과 같은 

신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이들이 반영하는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2014)에 따르면, 199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8.98%에 

불과하였으나 20년 사이에 23.88%로 증가하였다. 이 현상을 짐작했을 때 

2020년이 되었을 때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한다.

  신어 ‘혼밥’, ‘혼영’, ‘혼술’이 나타내는 현상은 달라지는 인간관계와 식문

화, 여가 문화에 대한 것이다. 이들 중 ‘혼밥’의 예시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면 다음과 같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 식사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혼밥족’

은 전통적인 밥상과 멀어진다. 한국에서는 먹는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는 식사 자리가 곧 교류, 의사소통, 유대감 등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밥족’은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점차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보여준다. 즉, 한국 사회가 종례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많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혼자 즐기는 문화’와 관련된 신어 ‘혼밥’, ‘혼영’, ‘혼술’에 관한 토론 주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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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혼밥’, ‘혼영’, ‘혼술’과 같은 말 또는 현상이 있나

요?

� ‘혼밥’, ‘혼영’, ‘혼술’과 같은 나홀로 즐기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 ‘혼밥’, ‘혼영’, ‘혼술’과 같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토론을 통해 학습자는 해당 신어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혼

밥’, ‘혼영’, ‘혼술’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핵심은 한국 사회가 종례의 ‘집단

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 다룸으로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즐기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에 드러난 한국인들의 가

치관과 사고방식을 살펴보게 되고 나아가 신어에 내재된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활용한 신어를 통한 교육 

방법은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 추론하기,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

화적 가치 비교하기,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에 토론하기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교육 방법들 통해 신어 안에 반영된 현대 한

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며,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 언어 

안에 내재된 문화 현상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언어문화적인 안목과 통찰력

을 갖게 된다. 나아가 언어 간, 문화 간 비교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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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新語)는 한국 어휘의 의미, 구조 이해에 큰 도움

을 주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의 측면에

서 신어의 학습을 통해 한 시대의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어의 사용 빈도

와 시사성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를 고려하여 신어를 통한 문화 교

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인 ‘신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신

어와 문화의 관계를 밝혀내기’,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을 추출하기’, ‘추출한 신어 목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 학

습 모형과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의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독일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이

론적 배경과 개념 및 교육적 의의 등이 논의되었다.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

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 먼저 신어와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어(新語)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한다. 신

어의 개념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은 신조어(新造語)이지만, 이를 사

용하는 전명미(2007), 이수진(2013) 등과 같은 연구들을 보면 연구 초점

이 신조어의 조어법에 있다. 그러나 본고의 초점은 한국어 신어가 반영하는 

한국 문화 현상에 두었으므로, 선행 연구와 같이 신어의 개념에 재한을 두

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신어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의 개

념은 넓고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문화’는 한 집단 안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실천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정의는 신어와 

문화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즉, 신어가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반영한

다는 점에서 신어의 생산은 곧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학습자의 신어 인식 사용 양상을 조사한 후 문화 교육용 신

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어의 생성에 있어서 한국 방송과 소셜 

네트위크에서를 신어 추출 경로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신어 연구에서 

사용되며 대표적인 신어 수집이라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

집에서도 신어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만든 신어 목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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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으로 사용 빈도, 시사성, 학습자 요구, 교사 요구, 즉 네 가지 기

준을 기반으로 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 관점에 있어

서 사용 빈도는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알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현대 문화 현상 담화에 있

어서 시사성(時事性)을 두 번째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통시적 관계에

서 봤을 때 신어는 사어(死語)를 될 수 있으니 약해 보이지만 한 신어가 

생성된 당시에 공시적으로 보면 강한 영향이 있다. 즉, 공시적으로 보면 신

어의 효용성이 매우 크다. 셋째, 조사 결과에 분석한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

여 한국 현대 사회 관련 신어를 추출하였다. 넷째, 교사 요구를 반영하여 

신어를 빈도수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 통해 한국 문화 교육

용 신어 목록을 작성한 결과, N포 세대, 금수저·흙수저 등을 포함한 93개

의 어휘를 추출할 수 있었다. 어휘를 선정한 다음에 문화 교육용 목록을 위

한 배열 방안 및 신어의 내용 정보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독일어권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어를 통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용 어휘로 선

정한 신어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신어 안에 반영된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며, 언어 안에 내재된 사회·문화 현상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언어문

화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언어 간 또는 문화 간 비교를 통

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넓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된 문화 교

육을 위한 신어 교육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1), 신어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함의 추론, (2) 한국과 독일의 사회·문화

적 가치 비교, (3)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토론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의의는 신어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여 언어와 문화를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어권 학습자에게는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신어’라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흥

미롭게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첫째, 신어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어휘가 언제 다시 사라질지, 즉 사어를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금방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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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어도 있으나 기술의 발달을 통해 신어 생성과 활용은 더더욱 활발해

진다. 둘째, 한국어 문화 교육용을 위한 자료의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

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즉 문화 교육에 적합

한 신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출된 신어

가 현지에서 활용되는 시점에는 신어의 시사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제

시하고자 하는 교육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의 과제는 본고

에서 구안한 교육 방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

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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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뜻

갓수족

(god手(←白手)族; 영+한; 파생어), 일을 하지 않지

만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경제활동인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강남 명품론

(江南 名品論; 한^한+한; 합성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문화 시설 따위가 좋은 강남에 살아야 결혼, 취

직, 사업 등도 성공률이 높다는 주장.

금수저·흙수저
(金수저·흙수저; 한+고·고+고; 합성어), 부모가 부자

면 금수저, 반대는 흙수저를 이르는 말.

그린슈머

(greensumer(←consumer); 영+영; 혼성어), 음식이

나 세제 등 생활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

나우족

(NOW(←New Old Women)族; 영+한; 파생어), 나우

(NOW)족은 자신을 꾸미고 여가 활동에 시간과 비용

을 투자하는 40~50대 남녀를 말한다.

노무족

(NOMU(←No More Uncle)族; 영+한; 파생어), 나이

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을 추구하는 40·50

대를 일컫는 말.

노오력
(勞-力(노력을 길게 발음함); 한), ‘노력하면 성공한

다‘는 기성세대를 비꼰 표현.

뉴실버 세대

(new silver 世代; 영^영^한; 합성어), 정년퇴직 후

에도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

대.

덕후
(御宅; 일; 축약어),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

음한 ‘오덕후’의 줄임말.

렌트 푸어
(rent poor; 영^영; 합성어), 과다한 전셋값이나 월

셋값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사람.

【부록-1】 문화 교육용 신어 목록74)

   (1) 경제·사회

74) 목록에 나타나는 뜻풀이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추출 자료(트위터에서의 언

급·사용 빈도에 따른 신어, <신어> 자료집, 토크쇼 여유만만의 ‘신조어로 돌아

보는 2015년’ 특집)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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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족

(LOEL(←Life of Open-mind, Entertainment and 

Luxury)族; 영+한; 파생어), 자신에 대한 투자에 자

극적인  중년 남성.

마담슈머

(madamsumer(←consumer); 영+영; 혼성어), 주부를 

뜻하는 마담(madam)과 소비자를 뜻하는 콘슈머

(consumer)의 합성어로 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을 체

험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

하는 구매결정권을 가진 주부 고객들을 이르는 말.

몰링족

(malling族; 영+한; 파생어),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뿐

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즐긴다는 뜻의 몰링(malling)

과 어떤 것의 무리를 뜻하는 族(족)이 합쳐진 말.

바쁨 공화국
(바쁨 共和國; 고^한; 혼성어), 바쁘게 사는 사람들

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베이비 푸어
(baby poor; 영^영; 합성어), 과다한 출산비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사람.

베플

(베(←best)플(←reply); 영+영; 혼성어), 인터넷 게

시글 아래 붙는 댓글 가운데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

빨대족
(빨대族; 고+한; 파생어), 30대가 넘어서도 부모로부

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세대.

세월호 세대

(世越號 世代; 한^한; 합성어), 2014년 4월 16일 발

생한 세월호 침물 사고로 회생된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한 고등학생들과 비슷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

들.

수저계급론
(수저階級論, 고+한; 합성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표현.

스마트 시니어

(smart senior; 영^영; 합성어), 노트북과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쇼핑에 

적극적인 스마트 시니어.

스펙 푸어

(spec(←specification) poor; 영^영; 혼성어), 직장

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올리기 위한 비용의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사

람.

실버 세대
(silver 世代; 영^한; 합성어), 노년층을 달리 이르는 

말.

악플 (惡플(←reply); 한+영; 혼성어), 악의적인 댓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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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말.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 영^영; 합성어), 은퇴 이후에도 소비

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50·60대.

어번 그래니

(urban granny; 영^영; 합성어), 가정과 자녀를 벗어

나 제 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50~60대의 여성; 본인

의 외모,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자.

에이비시맘
(ABCmom; 영+영; 합성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서 

구매하는 엄마들.

열정페이
(熱情pay; 한+영; 합성어), 최저임금 이하 급여로 

20·30대 취직한다는 뜻.

와인 세대

(WINE(←Well Integrated New Elder) 世代; 영^

한; 합성어), 386세대와 65세 이상 실버세대의 중간

에 있는 45~64세의 기성세대를 일컫는 말.

완장 문화

(腕章 文化; 한^한; 합성어), 권위 의식이나 특권 의

식이 만연해 있는 사회의 문화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주거 절벽

(住居 絶壁; 한^한; 합성어), 급격하게 오른 주거 비

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죽창 (竹窓, 한+한, 합성어), 사회에 대한 불만·분노 표시.

짝퉁 사회
(짝통 社會; 고^한; 합성어), 가짜, 모조품, 유사품 

등이 난무하는 사회를 속되게 이르는 말.

카 푸어
(car poor; 영^영; 합성어), 할부로 수입차를 구매한 

후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빚에 시달리는 사람.

포미족

(FORME(←for health, one (가구),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族; 영+한; 파생어), 소비도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핫딜족
(hotdeal族; 영+영+한; 파생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특별히 싸게 파는 시간대로 찾아다니는 사람.

헬조선
(hell朝鮮; 영+한; 합성어), 한국 사회는 지옥 같다는 

뜻.

혼밥 (혼밥; 고+고; 축약어), 혼자서 밥을 먹는 행위.

혼밥족

(혼밥族; 고+고+한; 파생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

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혼술 (혼술; 고+고; 축약어),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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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족

(혼술族; 고+고+한; 파생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

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

혼영
(혼映(←映畵); 고+한; 축약어), 혼자서 영화를 보는 

행위.

혼영족

(혼映(←映畵)族; 고+한+한; 파생어), 불편한 관계에

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면서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

N포 세대
(n抛(←抛棄) 世代; 한^한; 합성어), 여러 가지를 포

기했다는 뜻.

단어 뜻

갈매기 아빠

(갈매기 아빠; 고+고; 합성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서울로 보내고 지방에서 홀로 생활하

면서 가끔 가족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는 아버지를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공블러
(工夫blo(←blogger); 한+영; 혼성어), 입시 정보, 학

습법을 공유하는 공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공시촌

(公試村; 한+한+한; 합성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

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고시촌'에 빗대어 이

르는 말.

공시 폐인
(公試 廢人; 한^한; 합성어),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

에 지친 사람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고^고; 합성어), 자녀를 외국에서 공

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놓고 홀로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남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러기 엄마

(기러기 엄마; 고^고; 합성어), 자녀를 외국에서 공

부하기 위하여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홀로 국

내에 남아 생활하는 아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메신저 감옥

(messenger 監獄; 영^한; 합성어), 퇴근 후에도 휴

대전화 메신저로 인해 일과 상사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

   (2) 교육·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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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가족

(메뚜기 家族; 고^한; 합성어), 자녀를 강남 학군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강북에서 강남으로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가족을 속되게 이르는 말.

명태
(明太; 한+한; 혼성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

직을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밥터디

(밥tudy(←study); 고+영+한; 혼성어), 밥을 먹으면

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

임.

밥터디족

(밥tudy(←study)族; 고+영+한; 파생어), 밥을 먹으

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사

람들을 이르는 말.

사축
(社畜; 한+한; 합성어), 회사에서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

스펙

(spec(←specification); 영; 축약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

을 이르는 말.

스펙족

(spec(←specification)族; 영+한; 파생어),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과 영어 공부 등에 집중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스펙 브로커

(spec(←specification) broker; 영+영; 혼성어), 명문

대 진학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지원 서류를 위조하거

나 자기 소개서를 대필하는 등의 행위로 돈을 받는 

사람.

신기러기족

(新기러기族; 한+고+한; 파생어), 고용과 노후에 불

안을 느낀 직장인들이 안정된 전문직을 얻으려고 뒤

늦게 의대와 약대, 한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하여 부

부 중 한 명은 수도권에서 일하며 집안 생계를 책임

지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아웃백
(out100; 영+숫자; 합성어), 전교 100등 밖인 학생은 

명문대 입학은 어렵다.

에코 에듀

(eco(←economical) edu(←education); 영^영; 혼성

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자연 진화적인 교

육.

이태백
(二太白; 한+한+한; 합성어),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

십대의 반 이상이 일정한 직업을 잡지 못함을 비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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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르는 말.

인구론
(人9論; 한+숫자+한; 축약어), ‘인문계 90%가 논다’; 

취업이 안 되는 인문대.

일자리 절벽
(일자리 絶壁; 고^한; 합성어),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시 대리모
(入試(←入學試驗) 代理母; 한^한; 합성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게 자녀 입시를 위탁.

전화기

(電化機(←電磁·化學·機械工學科); 한+한+한; 축약

어),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학생/졸업생

을 이르는 말.

취업 깡패
(就業 gang牌; 한^영+한; 합성어), 취업이 잘되는 

전화기(電化機)가 대세.

취뽀

(就뽀(←뽀개다); 한+고; 축약어), 취업 준비에 유용

한 동아리. 커뮤니티 사이트 '취업 뽀개기'에서 유래

한다.

탈강남 러시

(脫江南 rush; 한+한^영; 합성어), 강남 지역에 살

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나가는 현

상. 대학 입학을 대비해 강남으로 옮겨 왔던 세입자

가 대학 시험에 합격한 후 원래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금이 싼 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다.

탈스펙

(脫spec(←specification); 한+영; 파생어), 최근 대기

업들이 스펙에 상관없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공고하

며 생겨난 말.

호모 인턴스
(homo interns; 라^영; 합성어), 인턴 생활만 반복하

는 취업 준비생들.

화석 선배
(化石 先輩; 한^한; 합성어), 취업 전까지 졸업을 미

루는 고학번 선배.

단어 뜻

골드미스

(gold miss; 영+영; 합성어),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을 이르는 말. 벤처 기업이 유

행하던 2000년대에 처음 생긴 말로 당시에는 나이에 

   (3) 성격·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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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벤처 기업에 다니는 경제력이 있는 미혼의 

여성 사원을 이르는 말이었다.

골드미시족

(gold missy族; 영+영+한; 파생어), 비교적 이른 나

이에 결혼하여 학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삶

을 추구하는 기혼 여성.

뇌섹남
(腦섹(←sexy)男; 한+영+한; 혼성어), '뇌가 섹시한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다둥이 가족
(多둥이 家族; 한+고^한; 합성어), 자녀를 많이 둔 

가족.

디지털 치매

(digital 癡呆; 영^한; 합성어), 휴대 전화와 같은 디

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맘충
(mom蟲; 영+한; 합성어),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무

개념 엄마.

메갈리아·여성시대

(Me(←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galia(←gallery); 영+영; 혼성어), 여성 

비하에 반발해 여성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女性時代; 한+한; 합성어), 여성 비하에 반발해 여

성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악플 폐인

(惡플(←reply) 廢人; 한+영^한; 합성어),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을 올리는 일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이 불

가능해진 사람.

에코맘

(eco(←ecological)mom; 영+영, 혼성어), 친환경적인 

공동체에서 자녀와 함께 유기농 음식을 먹고, 명상 

따위를 하며 사는 여자.

온달 콤플렉스

(溫達 complex; 한^영; 합성어), 남성이 일시에 자

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변모시켜 줄 여자를 기다리는 

심리적 의존 상태.

육아 휴직 할당제

(育兒 休職 割當制; 한^한^한; 합성어), 여성의 육

아 휴직 기간의 일부를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

도. =파파쿼터제.

초식남

(草食男; 한+한; 파생어), 남성다움을 강하게 드러내

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미 활동에 적극적이지만, 이성

과의 연애에는 소극적인 남자. 일본의 초식남자(草食

男子) 혹은 초식계 남자(草食系男子)에서 유래한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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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저격
(趣向狙擊, 한+한, 합성어), 딱 내 취향일 때 쓰는 

말.

츤데레
(ツンデレ; 일; 차용어); 겉으로는 투명스럽지만 따뜻

한 마음을 가진 남자.

트로피 아내

(trophy 아내; 영^고; 합성어), 사회·경제적으로 성

공한 남성이 집안일을 맡기기 위하여 새로 결혼하여 

얻은 아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트로피 남편

(trophy 男便; 영^한; 합성어), 사회·경제적으로 성

공한 아내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는 남편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한남충
(韓男蟲; 한+한+한; 축약어), 한국 남성을 벌레로 취

급 하여 비하하는 표현.

헬기 부모

(hel(←helicopter)機 父母); 영+한^한; 합성어), 자

녀가 다 자란 뒤에도 자녀의 주변에 맴돌면서 간섭을 

멈추지 않는 부모. =헬리콥터 부모.

헬기 키즈

(hel(←helicopter)機 kids); 영+한^영; 합성어), 성

장한 후에도 부모의 영향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자녀. =헬리콥터 키즈.

훈남

(薰男; 한+한; 축약어), 훈훈한 외모의 남자의 줄임

말로,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밝고 따뜻

한 남자를 이르는 말. 잘생긴 남자를 가리키기도 한

다.

훈녀

(薰女; 한+한; 축약어), 훈훈한 외모의 여자의 줄임

말로,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밝고 따뜻

한 여자를 이르는 말. 예쁜 여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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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 

연도
어휘

2001년

갤러리 직장인, 공제회, 리모델링 컨설턴트, 미팅 호스트, 사무직, 

삼진 아웃제, 생산직, 섹스리스 부부, 시민 혁명론, 월드 인, 웨딩 

플래너, 의료 쇼핑, 의보, 이와이이아르 세대, 인공위성 공무원, 종

합 선물 세트형, 커뮤니티 가드너, 콘텐츠 엠디, 쿼터족, 키핑 문호, 

테마 여행, 페로니스트, 페로니즘, 퓨전 문화, 해비타트 운동.

2002년

골뱅이 세대, 공포 학번, 기러기 아빠, 남한 드림, 네팅 제네레이션, 

놀이 과외, 더블유 세대, 땡 칠 학번, 레드 세대, 메거진 카페, 메신

저 세대, 모바일 게임, 목욕 관리사, 북일남구 현상, 비비비 서비스, 

사이버 설계사, 산소 학번, 새끼 상담사, 서랍 예금, 소황제 세대, 

스니커즈 양말, 스포츠 살인, 아르 세대, 아르 세대, 애견 카페, 엄

지 세대, 에프 세대, 영 구 학번, 영원한 학번, 오존 학번, 원기리 

전화, 원정 출산, 월드컵위도, 월드컵학번, 은둔형 방콕족, 은둔형 

외톨이, 이오삼오 세대, 잉크 충전방, 점술 카페, 텔레매틱스.

2003년

파티 플레너, 호모 텔레포포니쿠스, 고양이 독립, 교사 고시, 구이데

이, 기러기 엄마, 꾜챙이 바지, 나홀로 티켓, 노블리안 레저족, 대오, 

대학 오학년, 디지털 도독, 랭귀지 디바이드, 로또, 로또 공화국, 맘

스 오피스, 맥월드, 메뚜기 가족, 문어발족, 묻지마 방화, 묻지마 재

수, 묻지마 테러, 삼육구 증후군, 상품 코디네이터, 새틀라이트 가

족, 신학기 증후군, 실버 세대, 알파 어너, 오이데이, 월드컵 베이비, 

유비쿼터스 시대, 이공삼공 세대, 이공오공 세대, 이태백, 일공이공 

세대, 일하기싫어병, 작업 명칭주,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 캠퍼스 모

라토리엄족, 코리안 패러독스, 코스튬 파티, 테니스 아빠, 테이블 게

임, 트렌드 워처, 페트 신드롬, 플라노 아트, 피 세대, 피시, 호모 테

인스, 힙후퍼.

2004년

건물병 증후군, 고시 과외, 근조 국회, 깡통 부동산, 디젠더리즘, 디

지털 치매, 디지털 키드, 명사 강연 매니저, 문화족, 바캉스 스트레

스, 비포 모델, 사오육사 세대, 새집 증후군, 서울시 천안구, 스테이 

오피스족, 신차 증후군, 아침형 인간, 애프터 모델, 언니 주의, 온달 

콤플렉스, 올빼미 투어, 와인 세대, 완장 문화, 욘겔 계수, 이천사 

학번, 일팔삼공 세대, 자격증 과외, 작은 남편, 저녁형 인간, 저녁형 

인간, 클린 센터, 트로피 남편, 트로피 아내, 현대 속도, 현대 의식, 

【부록-2】 <신어> 자료집; 전문어 ‘사회’ 관련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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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디카쿠스, 호모 핸폰쿠스, 혼수 창업.

2005년

가족 나들이족, 건강 중독증, 건테크, 검경언, 결혼 주례업, 경로도

우미, 경쟁특별시, 계획 휴가제, 고공족, 고층 빌딩족, 골뱅이족, 공

시족, 공시족병, 공시촌, 공포 행상인, 관고민지, 관민비, 관작 지상

주의, 교직낭인, 구석방 폐인족, 권방, 그림족, 금융 고시, 기궐병, 

김치도시락족, 껌치기, 꽃장, 나무장, 노풍당당, 녹차카페족, 누크콩, 

늑장 주의보, 다둥이 가족, 다중커플, 달팽이족, 대리 배달제, 대학 

둥지족, 데스 코디네이터, 도심 호텔 휴양족, 독생자녀 동거족, 동창

회 증후군, 등산로족, 디지털 코쿤족, 랙티비즘, 리필족, 말짱족, 먹

토, 면창족, 모자이크족, 몰래뽕, 몰래제보꾼, 물상남, 몸보신족, 문

화 피서족, 문화보족, 바다장, 바쁨 공화국, 밥터디, 밥터디족, 배터

리족, 보신 집착증, 봉활, 부비댄스족, 부파라치, 불임 휴직, 불임 휴

직제, 새들이, 생리 휴강제, 생활 스터디, 서울시파라치, 세탁바, 셀

프작명소,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 수림장, 수불 사입, 수투위, 숭김 

통일꾼, 숭김파, 스노족, 스펙족, 스폰 매니저, 스폰남, 스폰녀, 스폰

카페, 시혼족, 신기러기족, 신파라치, 신팬픽 문화, 실파라치, 싱커

족, 쌀파라치, 악플 폐인, 안티 화이트데이족, 알뜰 점심족, 애견 산

책사, 애견 산책업, 얌체 쓰레기 여행족, 어울모임, 에너지 집착증, 

에스컬레이터족, 엘피라치, 영퇴족, 영품족, 오락실 밸리, 오브로모

프병, 올빼미 헬스족, 월광병, 월급고개, 육아데이, 윤반병, 은족병, 

의생자, 이별 대행업, 인텔리데이팅, 임종봉사자, 자활꿈터, 점심시

간족, 젓가락데이, 젓가락의 날, 정거장족, 중고폰족, 지파라치, 직테

크, 직테크족, 집필족, 쩍벌남, 청계천 조깅족, 청계천족, 체인지족, 

체테크, 추어데이, 추어탕데이, 추접남, 출산 기피족, 취뽀, 캔들족, 

케이티엑스 통근족, 케이티엑스부부, 콘트라섹슈얼족, 클린 타임 제

도, 탈강남 러시, 태평 방송, 트윅테, 파파데이, 펼칠남, 평일부부, 

포스트디지털세대, 표준 옷차림, 프로기즘, 하이퍼리치, 한계 정신, 

항한류, 허무 유학, 허무형 휴학생, 혐한류, 협한류, 황빠.

2006년

가위치기, 가족목, 가족 하숙, 가족 하숙족, 강남 명품론, 개풍녀, 겜

파라치, 경로도우미, 고추장남, 고추장녀, 고추장 아저씨,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공시촌, 공인 베이비시터제, 교식주, 국글 스토킹, 국빠, 

귀족녀, 그린슈머, 근로자 능력 개말 카드, 금사빠, 금연 순찰대, 까

까족, 껄껄족, 나우족, 나이역할놀이, 날씬족, 네오 텍스트, 노모어엉

클족, 노무족, 노화 기피증, 뉴럴 네트워크, 대사관녀, 데모장, 독수

리족, 동안병, 된장남, 된장녀, 된장 아줌마, 딴죽 문화, 라오싼제 세



- 120 -

대, 레즈비언맘, 렉족, 망치녀, 머슴남, 먼지 오염 지도, 명파라치, 

모슬렘 공포증, 무한 폭격기족, 문턱 증후군, 미드족, 믹스테이프 섹

슈얼, 민격, 바이털 섹슈얼맨, 발+문화 체험, 밤 스터디족, 방따, 백

쪽녀, 버징컴, 보건 기상 지수, 버험왕따, 부츠족, 편쥐, 비비탄 치

기, 비비탄 퍽치기, 비욘드보디족, 빌랜스로피, 빵빵데이, 사이버 저

스티스, 상경 투기족, 상조망, 새싹플랜, 생스, 생애 독신률, 생체 입

국 감시 시스템, 생활형 중독, 손바닥족, 수그리족, 수상 스포츠족, 

순간족, 쉼터 근로자, 슈퍼 댓글족,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 제도, 실

속파족, 쌈장녀, 애프터유족, 애플댄스, 애플족, 양파라치, 어천아배, 

에코맘, 엑스펀족, 엠 앤드 에프 펀드족, 역기러기아빠, 염전투어, 

영파라치, 오분 대기녀, 온돌족, 외모 지수, 외톨족, 워드 신드롬, 월

드컵 아르바이트, 웨딩 알바, 웰시족, 웰시피프티, 위키피디홀리즘, 

육아 휴직 할당제, 이모부대, 이별 에이전시, 인턴비자 제도, 인형 

체험방, 자립홈, 전문가 그룹 풀제, 전·의경 실명제, 전파라치, 제사 

도우미, 족보 사기, 족보 사기범, 졸업세, 지역 순번제, 지역 혁신 

지수, 짬짜미파라치, 짬피파라치, 차숙, 처가살이족, 초고속족, 캔디

코드, 캡슐 모자, 커리어맘, 컴친 세대, 케세라세라족, 쿨링센터, 퀵

백형, 크로스섹슈얼, 키티맘, 키티족, 통합 광고제, 투글족, 특임관리

관, 파랑새, 파업코드, 파파 쿼터제, 팔팔데이, 펀토피아, 페어렌츠, 

펭귄족, 폄미, 폄한류, 포맷 문화, 폭염 대피소, 푸드쿠폰제, 프리 하

그, 프티 어덜트, 핀셋+예보, 핌비, 하비홀릭, 헛소문족, 헬기 부모, 

헬기 키즈, 헬리콥터 키즈, 헬리콥터 부모, 환경 오계, 환승족, 훈남, 

훈녀, 훈련 계좌 카드, 흐느낌족.

2008년

가상 신혼부부, 감각 세대, 결혼 도우미, 결혼 면허, 결혼 면허증, 

계발형 직장인, 고발글, 골드미시족, 골방 누리꾼, 골수 페미, 공동 

귀농, 공정여행, 공존 지수, 공통비자제, 과로 지수, 구매여행족, 국

경 허들, 국민 만족도 지수, 그린스타트 운동, 근황 셀카, 금연 놀이

터, 깜짝 시장, 꽃가루 달력, 꿈나래 휴가, 꿈의 낙원, 끝장 세대, 나

노 미니스커트, 넷폴리스, 노잡족, 녹색 일자리, 누리장터꾼, 눈물 

메이크업, 당뇨 국가, 댓글 세대, 동태족, 된장커플, 뒷문 접수, 드림 

메이킹, 마당발족, 맞벌이 애완족, 맞짱 의식, 명태, 목파라치, 몰래

바이트족, 문자 알리미 서비스, 문자 이탈 현상, 바가지파, 바링허우 

세대, 반비만세, 배냇 이름, 베플, 벽돌형, 별점 세대, 불법 댓글, 불

필 운동, 사이버 스크랩족, 삽질녀, 생태족, 성지, 성지 순례, 세금 

로비, 소신족, 소파라치, 쇠고기 신고바치, 쇠파라치, 신보릿고개, 신



- 121 -

세대맘, 신자린고비족, 실신게임, 알뜰개성족, 알밴 동태족, 야근독, 

여가 활용 기술, 역결질, 역월세, 왕짠돌이형, 원정구매족, 육파라치, 

은빛 누리꾼, 음성 사기 전화, 이름 설계사, 이혼 타이틀, 자기 가치 

개발족, 자유벌이족, 잡탕밭,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 전단지족, 조

혼족, 좀비화, 주복비, 주부남, 주유소 가격 공개 시스템, 줌데렐라, 

중샘사상, 짝퉁 성실, 채널 지배력, 체포 전담반, 칠백 유로 세대, 

크러쉬 신드롬, 큰손 애호가, 키보드 배틀, 통쾌 지수, 투잡맨, 트렌

드세터, 틈새족, 한국 품질 체계 평가, 햄버거족, 호리병 몸매, 홀보

듬엄마, 홍색 귀족, 환경 친화 주부, 황금 독신 여성, 흑흑 분열.

2009년

가불족, 가전족, 가족쓰나미, 갈매기 아빠, 개구리 체형, 걸바, 걸조, 

결혼 사냥꾼, 경제 이혼, 경제고아, 경제자살, 계절부부, 고령맘, 고

참년층, 공감 무능력자, 과대 증후군, 과소비녀, 관절 주의보, 귀향

포기족, 귤껍질녀, 그린맘, 나들이 콜 택시, 낙파라치, 남자첩, 남편 

교실, 납치녀, 노바이족, 노병, 노출파, 놀토 여행, 다산녀, 더부살이

족, 도네티즌, 돌봄처, 돌풍 효과, 땅콩녀, 땡녀걸, 땡처리족, 떼잡

이, 똥콜, 라면 데이, 런치 노마드, 런치 테크, 로열댄디족, 리스족, 

막장 경쟁, 매문꾼, 맨션 박물관, 맹물 소주, 메뚜기 인턴, 메신저 

낚시범, 모공 파파라치, 몰카 누드, 무단 펌질, 무빵 작업, 무지개 

하천, 무한 펌질, 문자 배틀, 미니 택시, 미식 도시, 민폐 커플, 반환

남녀, 백조 인생, 변종 초식남, 복권 폐인, 부양 전쟁, 북 서핑, 빵셔

틀, 삐딱성어, 사두사미, 색깔 언어, 선봉 올킬, 세컨드 옵션, 셀프 

정비족, 스펙 강박증, 스펙 증후군, 십일자 주름, 아파티즌, 악녀룩, 

안개기둥, 안방 경쟁, 안방순이, 알몸팅, 알파 리더, 앵무새 증후군, 

야자 토크, 양봉 투기, 양심 돈통, 양파 머리, 어깨뽕, 어색 커플, 어

플 대전, 에코 리빙, 엣지걸, 엣지녀, 여름 미녀 엽기 워킹, 오피스 

아이돌, 와인꾼, 완숙녀, 완판걸, 외도파, 외형 마케팅, 요양 도우미, 

워킹맵, 웰티족, 유사고자, 육식남, 이슈녀, 이잡족, 이중녀, 인간망, 

인개축, 일근제, 일일 돌보미, 입소문족, 자국녀, 잡식남, 재고남녀, 

전문 퀴즈꾼, 젊음 지수, 정보맘, 정석돌, 젖떼기밥, 젠틀남, 젯셋 패

션, 조망미, 조손 가족, 종아리녀, 좌대꾼, 주당 커플, 짝퉁 사회, 챗

화, 처방약 폭탄, 철벽녀, 초미니족, 초식남, 초조광, 촌빨남, 친고령

화 상품, 칭찬 내비게이션, 칭파라치, 칼날 추궁, 캠핑 폐인, 캠핑홀

릭, 코피스족, 쿨남 쿨녀, 퀼팅 효과, 탄소 고지서, 포미족, 하얀 가

전족.

2010년 가불 행정, 검지 세대, 그린플루언서, 네오폴리탄 세대, 노링크 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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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 도검 허가증, 머추어 레이디, 밀리어네어 푸어, 빵고개, 스펙 

브로커, 신노리 세대, 양극화 지수, 일인 가정, 재능 나눔, 주택 매

니저, 지도층 의무, 커리어 인턴, 폐인 증후군, 히스토리 메이커.

2012년

기생 중년, 도심 역턴, 렌트 푸어, 베이비 푸어, 사회 부조리범, 셀

프홀릭 증후군, 스펙 푸어, 앱테크족, 에듀 푸어, 웨딩 푸어, 좌절 

세대, 펫푸어, 펭귄 부부, 허니문 푸어, 호모 서치엔스, 호모 일렉트

로닉쿠스.

2013년

골캉스족, 뉴어덜트족, 럭싱남, 롬부즈만, 마을 파수관, 무직 휴급자, 

솔로 푸어, 쇼루밍족, 수입차 푸어, 아폴로 신드롬, 어모털리티, 어

모털족, 카 푸어.

2014년

감성 캠핑족, 갓수족, 교육 절벽, 금리 노마드족, 나핑족, 눔프족, 뉴

맨족, 독강족, 런피스족, 로열와이프, 린백족, 모루밍족, 미세스 주스

+족, 미세즈/ 미세스 커피+족, 새 아파트 신드롬, 세월호 세대, 셀

피족, 솔캠족, 알봉족, 여미족, 역쇼루밍, 역쇼루밍족, 오디족, 오포 

세대, 워런치족, 이케아 세대, 일자리 절벽, 임고생, 임금 절벽, 자방 

세대, 재벌 절벽, 주거 절벽, 중박족, 창업 절벽, 출퇴근 쇼핑족, 캠

프닉족, 커캠족, 콘텐츠 스트레스, 킨포크족, 타임 푸어, 트로피 아

이, 포비족, 호모 도메스티쿠스, 황혼 육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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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신어(新語)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 연구 –독일어권 학습
자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는 데 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리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Sehr geehrte Teilnehmer,

  für meine anstehende Masterarbeit zum Thema ‘신어(新語)를 통한 한
국 문화 교육 내용 연구 –독일어권 학습자 중심으로-’ führe ich eine 
Umfrage zur Erschließung der Shinŏ-Kenntnisse bei deutschen   
Studenten durch. Sämtliche Angaben werden natürlich anonym 
ausgewertet und nur im Rahmen meiner Masterarbeit verwendet.

  Vielen herlichen Dank für Ihre Teilnahme!

① 신문기사 ② SNS ③ 한국어 수업 ④ 인터넷 검색

⑤ 영화 ⑥ 이메일 ⑦ 문자 ⑧ 방송(드라마, 예능 등)

⑨ 친구 ⑩ 모른다 ⑪ 기타: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모르겠다 ④ 가끔 있다 ⑤ 매우 많다

① 네 ② 아니오

【부록-3】 설문조사

1. 한국어 신어는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Wie sind Sie das erste Mal mit Shinŏ in Kontakt getreten?]

2. 한국어 수업에서 신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Wurden Shinŏ bei Ihnen im Koreanischunterricht behandelt?]

(a) 신어에 대한 내용이 한국어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

까?

[War das Behandeln von Shinŏ im Unterricht Teil des Curriculums?]

(b) 신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범주에서 다루어졌습니

까? (복수 응답 가능)

[Falls ja, in welchem Zusammenhang wurden diese unterrichtet? 
(Mehrfachantwort mög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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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어법 ② 어휘 의미 ③ 문화 현상 ④ 정서법 ⑤ 기타: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모르겠다 ④ 가끔 있다 ⑤ 매우 많다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모르겠다 ④ 가끔 있다 ⑤ 매우 많다

① 효율적 소통 ② 재미 ③ 문화 이해 ④ 어휘력 ⑤ 기타:

① 신어의 조어법 ② 신어의 어휘 의미 ③ 문화 현상으로서의 신어

④ 신어의 정서법 ⑤ 기타:

① 노래 ② 게임 ③ SNS ④ 신문기사

⑤ 교과서 ⑥ 인터넷 검색 ⑦ 영화 ⑧ 방송(드라마, 예능)

⑨ 기타:

① 전혀 ② 별로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3.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다면 그때 한국인과 대화하거나 한국 매체를 저할 
때 신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Falls Sie schon einmal in Korea waren, haben Sie während Ihres 
Aufenthaltes im Gespräch mit Koreanern oder in koreanischen Medien 
den Gebrauch von Shinŏ bemerkt?]

4. 한국인과 대화하거나 한국어 매체를 접할 때 신어를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Hatten Sie im Gespräch mit Koreanern oder im Umgang mit 
koreanischen Medien Verständnisschwierigkeiten aufgrund fehlender 
Shinŏ-Kenntnisse?]

5. 신어를 배우고 싶다면 왜 배우고 싶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Falls Sie Shinŏ lernen möchten, aus welchem Grund möchten Sie 
diese lernen? (Mehrfachantwort möglich)]

6. 만약에 신어를 배우게 되면 신어의 어떤 부분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In welchem Rahmen würden Sie Shinŏ lernen wollen? 
(Mehrfachantwort möglich)]

7.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복
수 응답 가능)
[Welche Lernmethode ist ihrer Meinung nach am effizientesten zum 
Erlernen von Shinŏ? (Mehrfachantwort möglich)]

8. 신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전혀 없다면 10번)

[Wie häufig verwenden Sie Shinŏ? (Falls ‘nie’, bitte mit Frage 10 
weitermachen.)]

9. 신어를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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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상 대화 ② SNS (페북 등) ③ 문자 (SMS, 카톡 등) ④ 기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일상 대화

SNS (페북 등)

방송(드라마, 예능, 등)

신문기사

영화

기타:

① 전화기 ② 줌데렐라 ③ 핫딜(족) ④ 차도남/녀

⑤ 빨대족 ⑥ 썸 ⑦ 낙하산 ⑧ 공시 폐인

⑨ 취업 깡패 ⑩ 헬조선 ⑪ 모태 솔로 ⑫ ABC맘

⑬ 베이글녀 ⑭ 3포 세대 ⑮ 훈남/녀 ⑯ 워킹맘

예. 불금/펫푸어 불타는   금요일/pet poor

1. 얼짱

2. 개인톡

3. 먹방

4. 결혼도우미

5. 노답

6. 남친

7. 꽃미남

8. 에듀 푸어

9. 몸짱

10. 치맥

① 일상 대화 ② SNS (페북 등) ③ 문자 (SMS, 카톡 등) ④ 기타:

[In welcher Situation verwenden Sie Shinŏ für gewöhnlich? 
(Mehrfachantwort möglich)]

10. 신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십니까?

[Wann werden Sie in der Regel mit Shinŏ konfrontiert?]

11. 다음에 제시된 신어 중 알고 있는 신어에 표시해 주십시오.

[Welche der folgenden Shinŏ sind Ihnen bekannt?]

12. (11)에서 표시한 신어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사용
해 본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Haben Sie eines der in Frage (11) angegebenen Shinŏ schon einmal 
selbst verwendet? Falls ja, in welchem Rahmen? (Mehrfachantwort 
möglich)]

13. 다음에 제시된 신어의 의미를 풀어서 써 주십시오.

[Schreiben Sie bitte die folgenden Shinŏ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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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깨알 힌트 고유어+영어

1. 꿀잼

2. 잇걸

3. 팔팔데이

4. 쌩얼

5. 번개쇼핑

6. 시간팔이

7. 인생짤

8. 남승무원

9. 골드 미시

10. 여친

① 경제 ② 사회 ③ 종교 ④ 정치 ⑤ 언어

⑥ 역사 ⑦ 예술/문학 ⑧ 지리 ⑨ 교육 ⑩ 기타:

예. 혼밥

(혼자서 먹는 밥)

개인 플레이, 돈이 없다, 시간(여유)이 없다, 젊
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로 여긴다, 높은 실업
률로 인한 변화

1. 스펙 푸어

(specification poor)

2. 뇌섹남/녀

(뇌가 섹시한 남자/여자)

3. 스마트 시니어

(smart senior)

4. 포미족 

(FORME족)

5. 메신저 감옥

(messenger 감옥)

6. 에코 에듀

14. 어종을 밝혀 써 주십시오. (한자어/고유어/외국어)

[Geben Sie bitte die Herkunft der folgenden Shinŏ an. 
(Sino-Koreanisch, rein Koreanisch, etc.)]

15. 한국에 대하여 다음 중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
답 가능)
[Welcher der folgenden Bereiche interessiert Sie am meisten in Bezug 
auf Korea? (Mehrfachantwort möglich)]

16. 다음 신어를 보고 알 수 있는 한국의 모습(변화)은 무엇입니까?

[Schreiben Sie bitte in kurzen Stichpunkten auf, welche Veränderungen 
bzw. was die folgenden Shinŏ impliz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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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education)

7. 기러기 아빠

8. 베이비 푸어

(baby poor)

9. 골드 미시족

(gold missy족)

10.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11. 캥거루족

(kangaroo족)

12. n포 세대

(n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13. 금/흙수저

14. 렌트 푸어

(rent poor)

15. 주부남

16. 열정페이

(열정pay)

나이: 국적: 성별:

한국어 실력: 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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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nts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hrough Neologism

Timnit Askalemariam Habta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earners come across a huge number of new vocabulary, 

which they will not encounter throughout their usual studies. A part of 

these are newly coined words, so-called ‘neologisms’, which one 

encounters in their everyday life. Neologisms are a clear reflection of 

contemporary society, since they come into being to name new objects 

or as this study focuses on social·cultural phenomena. Thus neologisms 

show change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as mentioned can be 

seen as a product of such.

  Since language education through neologism combines cultural 

education through vocabulary, it can also be called ‘linguoculture’. This 

term coined by Kostomarov & Vereshchagin(1983) expresses that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e union of language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national culture is called ‘linguocultural’ teaching. Korean 

neologism can be used as versatile tool to deepen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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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Korean vocabulary structure and foremost 

contemporary Korean culture.

  Further by limiting language education to given lists excluding 

neologism, might lead to the learners’ disability in communicative 

compet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list of Korean 

neologism for German Korean learners, and use it in Korean culture 

education. In this study neologism is being used as means to increase 

German Korean learners motivation, and help them understand Korean 

vocabulary as well as its structure, while focusing on extracting the 

inherent social·cultural meaning. Furthermore since neologisms mirror 

social·cultural phenomena in contemporary society, it helps learners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Korean culture, and which 

aspects of culture exert influence on Korean society.

Student Number : 2015-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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