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변화에 따른 유머의 표현 기제* 

권순희i 

1. 서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유머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낯선 사랍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교 긴장올 완화시키기도 한다. 유 

머로 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양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유머는 구전으로 유포되다가 인쇄 매체로 요즈음은 인 

터넷으로 유포되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유머는 가상 공간이라는 컴퓨터 환경과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특성 또 하이퍼텍스트1)를 사용할 수 있다 

는 특성 둥 컴퓨터 매체의 특성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유머와는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r02)에 의하여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 초창기의 하이퍼텍스트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IT의 발달로 하 
이퍼텍스트가 글과 그림 쁨만 아니라 그래픽， 소리， 말，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퉁 

과통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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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통용되는 유머와 가상 공간에서 

통용되는 유머의 특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유머에 대해 살펴보 

고 인터넷의 유머를 살펴보는 쪽으로 논의를 하겠다. 

웃음이나 유머의 본질을 ‘직관과 개념과의 불일치’ 즉 직관과 개념적 • 

합리적 사고와의 어긋남에 두고 있는 A쇼펜하우어는 그 불일치가 웃음 

을 자아내는 이유라고 논하고 있대강명옥 • 박경회 1쨌: 176), 개개인이 

무엇을 어긋남이라고 생각하는가는 각자의 경험， 문화， 지역， 시대， 교육 

의 정도， 사회적 계급 동에 의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시대 

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유머로 볼 것인가는 개인이나 문화 공 

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 한 때 유행했던 유머가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의 

호웅을 받지 못하고 썰렁한 유머가 되거나 한 때 유행하는 유머가 어느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가 되기도 한다. 

유머는 흔히 그냥 ‘듣고 웃어넘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듣 

고 웃을 수 있으려면’ 또는 ‘듣고 웃을 수 있도록 하려면’ 유머가 이루어지 

는 대화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원(:ID): 43)에서는 유머를 이해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유머가 이해되면 먼저 고양된 각성으로 인하여 즐겁고， 이후 그것을 진 

정시키면서 즐거움올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머의 즐거움은 인식 

하려는 도전 즉， 문제 해결 처리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박영원， :lXX): 

43) , 

유머를 구사할 때에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대)， 또한 

2)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자{또는 수용자)가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올 수도 

있고 나이， 관심도 둥에 따라 유머에 대한 관심도가 다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유머 

를 올릴 정우에도 단순히 재미만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게 미치는 도덕적 

영향력을 고려하며 유머를 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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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상황올 고려할 펼요가 있다.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회를 반영하는 

시리즈 유머가 나오기 마련이다. 과거의 ‘대머리’ 시리즈， ‘식인종’ 시리ξ 

‘참새’ 시리즈， ‘개구리’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엄마 나 。。맞아?’ 시리 

즈， ‘사오정’ 시리즈 둥이 현대 한국사회를 반영했던 시리즈 유머라고 할 

수있다. 

유머 텍스트는 일회적인 속성을 지닌다. 빠르게 유행을 타고 변하는 속 

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표현 기제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이론올 도출해 내 

는 작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유머의 특정이나 구조를 밝힌다고 

하지만 그 전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새로운 유머가 유행하면 새로운 구조 

도 함께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유머에 식상함을 느낀다 

고 하면 유머 소재에 대한 식상함일 수도 있지만 유머 구조에 대한 식상 

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탈이 또 생기기 마련이다. 유머는 언제 

나 그 시대상과 사람들의 공감 사이에서 허를 찌르거나 비틀기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am년-axJ2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머를 중심으로 하 

되，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유머를 함께 살펴 표현 기제를 밝히고자 한 

다. 그리하여 구어로 전승되는 유머와 인터넷의 통신 유머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유머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t머 (hurror) 어떤 말이나 표정， 동작 동으로 남올 웃게 하는 일이나 능력. 

또는， 웃음이 나게 만드는 어떤 요소 익살. 해학. ~- 감각 [센스] / 

~가 있는 청년 /-가 풍부한 소설.[>위트(wit).(금성출판사， 야후 국 

어사전) 

유머 (hurror) r 명」남올 웃기는 말이나 행동. ‘우스개’， ‘익살’， ‘해학’으로 순 

화.，유머가 있는 사람/유머가 풍부하다/유머 감각이 뛰어나다/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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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은 유머가 넘쳐흐른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웹스터 사전(때11)에는 유머를 @우연한 사건， 행동， 상황 혹은 아이디 

어의 표현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질로서 웃음이나 부조화 혹은 어색함올 

유발사키는 것(웃음이나 즐거움)(2)아이디어， 상황， 우연한 사건 또는 행 

동에서 웃음이나 부조화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평가하는 정신적 

인 노력(우스광스러운 모방 혹은 표현)@우습게 하려는 행동이나 노력으 

로 정의하고 있다 

구현정(었x): 342)에서 유머는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주는 말의 통칭 

으로 보고 조크와 위트를 우리말의 익살과 해학에 해당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유머와 익살， 해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머 : 남올 웃기거나 즐겁게 해 주는 말의 통칭 

익살빼re) : 남올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말 

해학Úvit) : 남을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특정한 대화 상황과 문맥 

에서만나타나는말 

구현정(:ID))에서는 유머를 익살과 해학으로 분류하고 익살은 영어의 

조크과 같은 의미로， 또 해학은 위트와 같은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글에 

서도 밝혔듯이 이 개념들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의 단어 

와 영어 단어를 연관시켜서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개념 혼란의 무리가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유머가 익살과 해학을 포괄하는 단어라는 정의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해혐}는 용어를 찾다보니 무리한 

대웅이 발생한 것이다. 조크는 유머 텍스트 정도로 보아 독립적인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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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위트는 재치 정도로 보아 대화 상황이 

나 문맥 상 웃음올 Z봐내게 하는 즉홍적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크 대신 농담을 위트 대신 재치라는 용어를 쓰겠다. 또 

유머 중에서 쓴웃음을 지아내는 것을 풍자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유머는 

농담， 재치， 풍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머를 우스갯소리와 

대웅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라는 용어보다는 유머라는 용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머라는 용어를 그 

대로 사용하겠다J). 그 결과 유머는 말장난 혹은 농담Goke)， 재치(wit)， 풍 

재빼-e) 둥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농담과 풍자를 굳이 나눈 

이유는 웃음 유머4)와 쓴웃음 유머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농담은 ‘웃음 유 

머’로， 재치는 ‘문맥 웃음 유머’로 풍자는 ‘쓴웃음 유머’로 볼 수 있다5). 

프로이드는 유머를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 상태로 돌0까게 하는 어른 

의 해방감’이라고 해석하고 그 분류를 목적성이 있는 것과 목적성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대맹명관 1屬，). 프로이드식 분류.6)와 연관하여 본 연 

3) 유머률 농담， 재치， 풍자， 아이러니(부조화 또는 모순) 동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이러니률 별개의 항목으로 껄정하지 않았다. 농 

담이나 재치， 풍자가 아이러니를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웃음 유머란 악의가 없고 비판이라는 의도가 없는 순수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률 

의미한다. ‘순수 웃음 유머’라는 용어률 생각해 보았지만 이를 달리 일컬올 용어가 

마땅하지 않아 웃옵 유머라는 용어률 사용하였다. 
5) 박영원(1쨌: 1많-lffi)에 의하면， 유머와 관련된 용어로 골계의 개념올 살펴보고 있 

다.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로 골계를 나누고， 그 중에서 주체의 표상 과정으로 

인해 생긴 주관적 골계는 유머， 기지， 풍자， 아이러니 풍의 양태를 보인다고 논의하 

고었다. 
6) 유머는 생각하기에 따라 주관적인 성격올 나타내므로 그 분류나 견해는 시대를 막 

론하고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중 카텔(닮뼈])과 러보스키(μllx뼈<y)의 분류법 

은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대맹명관" 1쨌참 

고). 

첫째， 부모와 자녀， 외판훨 둥의 소구 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둘째， 형태(fonn)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재담， 농담， 시적 형식의 회극시， 인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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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바라본 유머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Z 늘IirT ξ5T 프로이드식 분류 

농담(웃음유머) 목적성이 없는유머 

유머 풍자{쓴웃음 유머) 목적성이 있는 유머， 모순적 유머 

재치(문맥 웃음 유머) 목적성이 없는 유머， 모순적 유머 

〈표〉 유머의 분류 

유머의 발생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발생 초창기에는 유머가 독립적 구 

조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구전되거나 기록되는 과정에서 독립적 구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독립적 구조가 나타나는 유머의 일부만을 대 

화 상황에 웅용하여 발화를 함으로써 대화 상황과 문맥에 의존하는 재치 

유머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올 수 있다. 재치의 예를 통해 그 과정 

을살펴볼수 있다. 

재치의 예로 다음올 보자. 

(예1) 

A: 이성계는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신이 금척을 내려주셨대. 

로 그린 만화 둥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이해 수준에 따른 분류로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정교한 것과 정교하지 못한 
것， 미묘한 암시와 직셜적인 것이 있다. 

넷째， 참신함， 혹은 기발한 정도에 따론 것으로 유머가 기존의 판습적 사고에서 벗 

어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1 사회 가치에 이탈하는 정도를 두고 구분하였는데 이는 성에 관한 논의， 
부모와 어린이에 대한 사랑， 청결함， 약자에 대한 용원 둥 파괴 정도에 따라 분류하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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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웅， 그래? 난 어햇밤 꿈에 신이 갈치를 내려주시던데. 

A:무웅답 

E 갚울깜란표(‘가르치라고’를 줄여 발음한 것임) 

A: 하하~ ※ B의 직엽은 교사임. 

(예1)에서 B가 밑줄 친 ‘잘 갈치라고’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 상대 

자 A가 재치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폭소를 터뜨렸다면 더 좋은 의사소통 

이 되었올 것이다. 또 (예1)이 대중성올 확보한다면 독립적인 유머 텍스트 

로 발전할 것이다. 다음의 (예2)는 (예1)과 달리 대화 상대자가 재치에 즉 

각적으로 반웅한 예이다. 

(예2) 

A: 세상이 돈을 우상으로 하고 있어. 요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나랑 많이 달라. 

E 당선 생각에 따1’t amæ지 

A: 맞아 톤에 어그리해. 

영어의 부정올 나타내는 따l't가 ‘돈’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각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재치있게 돈에 어그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재치는 유머 텍스트로 굳어지기 전의 형태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문맥 

이나 의사소통 상황에 민감한 반웅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머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것들은 글에서 제시된 텍스트 

로서의 유머에 한정하고 있대이도영 l~).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화 속의 유머들이다. 통용되는 독립왼 텍스트 형태의 유머는 우리 삶에 

서 웃음을 주는 유머 중 일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재치(wit)는 상황에 따라 즉홍적으로 나타나는 유머로 미리 준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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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전되거나 인터넷 둥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로를 거 

치는 유머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 예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일상 대화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글로 

옮겨본 것이다. 

(예3) 영회: 혜진아 너 머리핀 참 예쁘다. 

혜진: 웅 공주 공주 갔다가 ... [공주 가따] 

영회: 그래， 정말 공주같다 [공주가따] 

(예3)의 ‘공주 가따캐에서 끝이 흐려졌기 때문에 ‘공주가따’로 들리게 

되어 지역 이름인 공주에 가서 머리핀을 샀다는 얘기가 예쁜 머리핀을 하 

니 공주 같다는 얘기로 이해된 사례이다. 일상 대화의 오류가 간후 재치 

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치가 독립된 유머 텍스트를 구성하여 농담 

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풍자로 발전하기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상호간의 역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농담은 정 

의적인(없뼈m머) 성격이 강하다면 재치(wit)는 지적인(in때.ectu려) 성격이 

강한 것으로 같은 지적 수준에서 원활히 효과가 나타나는， 넓은 의미의 

유머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 풍자는 쓴웃음올 유발하는 비판적인 

성격의 유머라고 할 수 있다. 

2. 유머의 유형 

유머의 외형적 구조와 내용 구성 방식에 따라 유머의 유형올 살펴보도 

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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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형쩍 구돼l 따플 유머의 유형 

유머도 의사소통 양상의 하나로 보면，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대화 상황에서 유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유형에 관계없이 대화 

형으로 변형된다. 예를 들면 수수께끼식 질문형도 청자의 반웅올 감안하 

여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하에서 답변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머가 대화상황에서 구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 구조 

에 따라 그 유형올 나눠볼 수 있다， 유머는 외형적 구조에 따라 수수께끼 

식 질문형， 이야기형， 대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수수께끼식 질문형 

수수께끼식 질문형이란 마치 수수께끼를 내고 대화 상대자가 답하도록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유머를 발하는 사랍이 웃음올 z싸내는 답변을 하 

는 형식을 이루는 유머를 일컬는다. 

(예4) 

A: 오락실을 수호해 주는 두 용의 이름이 뭐게? 

B: 글쩨? 

A: 일인용과이인용. 

(예5) 

A: 대학에서 지지받는 당이 어딘지 알아? 

E 글쩨? 

A: 학생식당 

A라는 사랍이 수수께끼식으로 질문올 하고 대부분 대화 상대방이 이 

에 대한 답변올 하지 못할 때 대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영똥한 답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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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가 이에 해당한다~ (예4， 5)에서 보여 

주는 사례들은 발음올 이용하여 웃음올 자아낸 경우이다. 다음 (예6)은 세 

종대왕의 직업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함으로 

써 웃음을 자아낸 경우7)이다. 

(예6) 

A: 세종대왕의 직업은? 

R 글쩨? 정치인? 

A: 만원짜리 지폐 전속모텔. 

만약 대화 상황이 아니라면 위에서 제시한 유머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이 없이 수수께끼 제시형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이야기형 

이야기형 유머의 전달은 청자와의 상호작용보다는 화자의 일방적인 이 

야기로 이루어진다. 구어로 전달할 경우에는 대화형의 유머가 이야기형 

으로 변형되어 전달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유머 전달 형태가 구두이냐， 

책이냐， 컴퓨터 통신이냐에 따라 이야기형 유머의 비중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이야기형 유머의 예이다. 

(예7) 어떤 주부가 있었다. 

그는 집에서 노닥거리는 것이 싫어서 서예나 배워볼 겸 서예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두 달쯤 돼서 그 주부는 상당한 실력올 갖추게 되었다. 

어느날 ... 그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벽에 이런 것이 한자로 멋드러지게 

7) 내용 구성 방식에 따른 유머 유형에서 설명하게 될 분석형 유머도 수수께끼식 질문 

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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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있었다 

新月 現水 無人하교 女月火 明水木 王士H 이라. 

신월 현수 무인하꾀 여월화 명수목 왕토일이라. 

이것올 본 남편은 이 글의 뜻이 궁금했다. 

그래서 물었다. 저 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신세계 백화점은 월요일에， 현대백화점은 수요일에 사랍이 없고 

新世界 百貨店 月 現代百貨店 水 ( 無 Á) 

여인천하는 월-화요일에， 명성황후는 수목요일에， 왕건은 토-일요일에 방 

송한다 

女人天下 月-火 明成皇I즙 水-木 王建 士- 日

라는뭇이었다고 한다. 

@대화형 

대화형 유머는 유머에 둥장하는 인물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 

화 형식으로만 이루어졌다기보다 앞부분은 이야기형으로 논의되다가 대 

화형으로 표현되는 유머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머 텍스트 중 

에서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8) 엽기 개미 

코끼리가 물가에서 수영올 하고 놀고 있었따" 

그런데 어디서 코끼리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이 일로 나와바라J 

코끼리가 수영을 하다 말고 뒤를 돌아 보았따"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따" 

코끼리 : 음 내가 잘못 들엇군'" 

하며 또다시 수영을 하기 시작 햇따"이때!! 

(야‘ 너 내말이 말같지 않어 빨리 나와바 &뼈4때;샤，) 

코끼리는 또 다시 들리는 자기률 부르는 말에 주위률 둘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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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 아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부르는거야.? 

코끼리는 또 다시 수영올 시작 했다. 

그러자 이때 또 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났따 .. 

(아‘ 미치겠네 .. 저새이 짜증나네 .. 너 정말 안나올꺼얘) 

또 다시 자기를 부르는 말이 들려 코끼리는 주위를 자세히 둘러 보앗다 .. 

그런데 언덕쯤에 ”개미”가 코끼리를 부르고 있는것이 아닌가? 

코끼리는 어의가 없서서 개미 한테 다가 갓따 ... 

쿄끼리 : 양마 너 훼자꾸 날부를거냐 웅? 

개미 : 아냐 댔어 다시 들어가 짜샤~ 

어의가 없어 하는 표정으루 

코끼리 : 아니 너 훼 자꾸 날 부르는거니 웅? 

개미 : 댔어 들어가 아무것도 아냐 .. 

코끼리가 어의가 없는 표정으루 한번더 물었따 

코끼리 : 야 너 혜 날불렀냐구 양11} •. 

그러자개미가말했다 

개미 : 용 내 수영복이 없서져서 니가 입은줄알고 .. 미안해 ... 계속놀아 .... 

(예8)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예이다. 통신언어가 나오기 전 책이라는 

매체에 수록된 경우와는 표현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화형의 사례 

를 제시함에 있어서 인터넷에 수록된 사례냐 책에 수록된 사례냐의 문제 

는 유형 제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인터넷에 수록된 것을 예로 제시 

하였다. 

2) 내용 구성 방식에 따론 유머의 유형 

유머는 그 형태가 워낙 다양하여 유형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야기의 

성격에 주안점올 두어 신동혼(1됐)에서는 말놀이형， 분석형， 스토리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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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머의 내용{αm뼈15) 구성 방식에 따른 유형 

으로 말놀이형， 분석형， 서사 구조형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외형 

적 구조에 따른 구분의 하나인 이야기형과의 구별을 위해 스토리형 대신 

서사 구조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말놀이형 

말놀이형은 언어 유회를 축으로 삼는 유형이다. 동음이의어에 따른 유 

머나， 또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데 따른 엉뚱한 반웅 따위로 웃음을 유도 

하는 유머가 이에 속한다. 

먼저 음성적인 유사성으로 말놀이를 하는 사례의 언어적 유회 현상을 

살펴보고자한다. 

(예9) 사오갱의 인적사항 

‘성명=사오정 

i본적=누굴? 

i호주=한 번도 가본 적 없음 

‘입사동기=아직 아무도 없음 

i자기소개=우리 자기는 무척 예쁘다 

i출신 고둥학교=뭐라고 

‘출신 대학교=뭐라대 

‘여자 친구=안들녀 

‘일본 여자친구=뭐라꼬 

‘좋아하는 고사성어=동문서답， 마이동풍 

(예9)는 딴소리를 하는 사오정을 동장시켜 음성적인 유사성을 이용한 

유머이다. 어휘 본래의 뜻올 무시하고 음성이 유사한 다른 단어를 연상시 

킴으로써 어휘 사용의 일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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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사를 이용한 유머도 이에 속한다. 

(예10) 삼행시 

콩: 콩나물아 

나:나를 

물: 물로보지마 

(예10)은 어휘 본래의 의미에 대한 일탈을 보여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 

고 있다. ‘콩나물’이라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한 회사의 광고 카피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웃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삼행시와 같은 유머는 삼행시의 운자에 속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 

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본래의 뜻과 연관된다하더라도 본래의 의미를 상 

실한 새로운 의미를 기호에 부여함으로써 웃음을 Z봐낸다. 기호(syr뼈il) 

와 지시와의 본래적인 관련성을 일탈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웃 

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호간의 동일성과 지시와의 이질성을 

근거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분석형 

분석형의 유머는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올 통해 재미를 창출하고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 본질올 드러내는 작업과 통하는 경우 

가 많다. 은폐된 모순이나 허위 의식의 폭로를 겨냥할 때 분석형의 유머 

가사용된다. 

(예11) 

주식투자와 도리짓고명의 공통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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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놓고 돈먹기다. 

대개는 심심풀이로 시작한다. 

구경만 하다가 뛰어드는 사람도 많다. 

처음엔 초보가 딸때도 가끔 있다. 

잃어도 스헐어 있다 

갈수록 커진다. 

내일의 희망올 버리지 않는다 . 

. 댔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빠져 나오기가 죽기보다 어렵다. 

오래하면 패가망신한다. 

얼굴이 누렇다. 

결국엔 다 잃고 손턴다. 

문화를 이용하여 풍자를 주로 한 다음의 경우도 분석형 유머에 해당한 

다 

(예12) 

코꺼리률 냉장고얘 넣는 법 

공대 : 코끼리가 들어갈 냉장고를 만든다{기계공학과). 신축성 있는 냉장 

고를 제착한다. (재료공학과) 

체대 : 운동시켜 살빼서 집어넣는다. 

의대 : 해부해서 집어 넣는다. 

수학과 : 코끼리름 X에 대해 미분하여 차수가 낮아지면 집어넣는다. 

볍대 : 냉장고 입장 명령을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한 후 들어가게 

한다. 안들어가면 냉장고에 감금한다. 

사대 : 코끼리에게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동기부여 시켜서 자발적으로 들 

어가게 한다. 다만 코끼리를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갈 순 있어도 집 

어 넣을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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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다는 상식을 뒤엎는 발쐐 대한 해답올 

얻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예12)는 각 대학의 전공별 특성올 극 

대화하고 이를 통해 상식을 뒤엎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 

식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일탈을 통해 웃음올 자아내고 있다. 

@서사구조형 

서사 구조형은 잘 짜여진 이야기에 의해 웃음올 자아내면서， 기존의 잘 

알려진 구조의 툴을 이용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을 담은 유머 유형을 

일컴는다. 구조의 틀을 이용하여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가이에 속한다. 

다음 (예13)에서 밑줄 친 부분은 연설의 말투를 이용하여 웃음을 자아 

내고있다. 

(예13) 당선이 판사라면? 

한 남자와 그의 젊은 부인이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그러나 아이들의 양육권을 놓고 서로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부인은 펼쩍 뛰며 재판관에게 호소했다.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양육권도 내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 또한 이에 지지않고 그의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이 그 이유를 그에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줌겸하논 재와관념-

내가 휴천옴 자파기에 넣고 채이 나완음 때

그 캔은 저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판기의 소유가 되논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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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구조형 유머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구 

어로 전숭되는 유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유머에서 흔히 찾올 수 있는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짱방향성올 표현 양상 

으로 드러낸다는 인터넷의 특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패이지에 유머를 

올려 유포하는 형태는 수신자를 마주보고 유머를 이야기하는 형태가 아 

니기 때문에 서사 구조형 유머가 더 자주 퉁장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서사 구조형의 유머를 작성하기도 한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졸라앤 시리즈는 통영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서사형 인터 

넷 유머라고 할 수 있다 졸라앤 시리즈는 영화 한 편이라는 구조의 틀을 

활용한인터넷 유머이다 

인터넷 유머 사이트인 http:(/www.hum:>r114.æ(axJ'2년 11월 현재)의 ‘엽 

기 공화국’에 보연 졸라맨 시리즈가 있다 사랍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 

정반을 나타내고 있는 만화 주인공 졸라맨이 퉁장하는 유머 시리즈이다 

동영상으로 구성된 이 유머의 예를 지면이라는 한계로 첫 화면만 제시하 

면 다음과같다 

• 

~::. t혀야￡。 

‘- --u ..... 

‘ .--‘” u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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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맨은 정의를 추구히는 인물이교 졸라맨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지만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내용을 담 

고 있는 유머이다. 이 유머는 음향과 동영상으로 된 대표적인 서사 구조 

형 인터넷 유머이다. 

3. 유머의 일반적 표현 기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메이(May G.G., 이지영 역， :ro2:00 -97)는 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피드백은 대부분 억제 피드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존재로 타고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감각이 있는 생명의 

속성은 행동하기 위해 자극을 받아야 동}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할 준비 

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 

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올 의미한다. 지극히 본질적으로1 자발적 폰재 

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영원한 창조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규범적인 언어의 사용에서 벗어나 새로 

운 의미를 창출하면서 웃고자 하는 노력올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 

시각과 음향 둥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규범적인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형화된 음향이나 시각， 

동영상올 이용한 표현에서도 끊임없는 일탈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 

다. 위에서 제시한 졸라맨 시리즈가 이에 속한다. 

유머의 대표적인 표현 기제는 일탈이다. 문맥적 규범 일탈， 문화적 규 

범 일탈， 기대 심리의 일탈， 그밖에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림， 동영 

상의일탈둥올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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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살펴보겠다. 계획 

적인 글쓰기 표현 방식과 무계획적인 글쓰기 표현 방식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주제를 생각하고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둥 어느 정도의 구조와 

내용올 계획하고 글을 써 내려가는 것과 즉흥적인 글쓰기처럼 생각나는 

대로 글올 써내려가는 표현 방식이 있다. 대화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 

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사람블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미리 대화의 구 

조나 내용올 결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8)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머도 어느 정도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해 놓고 사람들 

의 예측과 어긋남으로 인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언어 형식9)과 말하기 상 

황과 문맥에 따라 즉홍적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분석해보면 일정한 화제 

들과 그 화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로 짜여져 있음올 발견하게 된다. 이 

것올 대화가 가지고 있는 웅집성(뼈없1Ce)이라고 한다. 글로 쓰여진 문 

장과는 달리 대화를 나눌 때는 어느 정도 문법에 어그러지거나， 논리적 

구조에 맞지 않아도 전체적 맥락을 잡는 것에만 장애가 되지 않으면 용인 

이 되는 관용성(toI없nce)올 갖는다. 이러한 전체적 맥락이 용집성올 형성 

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대화 형성 원칙이 웅집성이라면 이와는 달리 웃음 기제 즉 

유머의 형성 원칙은 언어적 규범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일탈의 범위 

는 문맥적 규범의 일탈， 문화적 규범의 일탈， 기대 심리적 상황 맥락의 일 

탈 둥 다양할 수 있다. 언어적 규범이 파괴되는 경우에 의사소통 상황에 

서 언어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모순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이한 

8) 공식적인 대화가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9) 구현정(없Xl)에서는 유머의 구조를 독립적인 구조률 가지고 있는 익살의 구조를 중 

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뼈(1쨌)의 견해률 인용하여 익살을 구조만들 

기(set up)와 급소찌르기(IAJOCh line)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있는 담화단위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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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적 요소가 비정상적으로 결합되어 모순이나 부조화가 생겨나기도 한 

다. 물론 규범을 일탈했다고 해서 모두 유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적 관습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일정 

한 사고 양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유머 텍스트는 이러한 사회적 관 

습에 뿌리 박힌 고정된 사고 양식을 거부한다. 이로 인하여 문화적 규범 

일탈이 나타난다. 

유머는 대부분 우리의 구성 습관을 이용하여 한 가지 구성올 암시했다 

가 끝에서 구성을 변화시켜 효과를 거두는 방식을 쓴다(태넌 저， 이용대 

역 1002: 93).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된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심리에서 벗어나 이야기가 일탈로 이어질 때 웃게 되고 기대 

했던 내용과 결과가 많이 다를수록 역시 웃게 된다. 

언어 이외의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 몸짓， 표정， 기호， 그림， 동영상 둥 

에 의해서도 유머의 형성 맥락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음식에 손 안 

(‘안’의 발음은 ‘內’ ‘不’의 뜻을 지닌다.)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자신이 손 안대고(不) 먹어 보이겠다면서 손을 대고서 먹는다면 사람들은 

왜 손을 대고 먹느냐고 의아해 할 것이다. 이때 손을 대고 먹는 행동이 어 

떠하느냐에 따라 유머의 형성 여부가 결정되기도 할 것이다. 유머를 들으 

면서 사람들은 그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유머의 효과라고 간 

주하게 된다. 유머는 일반적인 구성 습관을 의도적으로 이용한다{이용대 

역1002: 93)고 볼 수 있다. 

구현정(3:α: 343)에서는 유머의 구조를 구조 만들기(앞 up)와 급소 찌 

르기10)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머의 구조를 구조 만들기와 일탈로 볼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구현정(:ID)) 13장올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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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올 제안한다. 일상적인 생각을 벗어나 의외의 진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탈로볼수 있다. 

유머의 표현 기법엔 과장이나 논리의 비약이 었다. 또한 유머는 일상적 

인 대화의 원리11)를 위배하면서 순간적인 폭소를 자아낸다. 또 자기 비하 

나 타집단에 대한 조롱을 나타내어 웃음을 지아내기도 한다. 이 모든 것 

을 일탈이라는 용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올 것이다. 그러나 유머의 

표현 기제 중심 틀을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유머의 하이띄미디어적 표현 기제 

1) 7~상공꽤| 드러난 표현 기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머 텍스트가 생겨나기 시작 

했다. 통신 유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인터넷 유머는 초기에는 유머 텍스 

트처럼 구어적 유머 텍스트를 활자로 옮기는 것에 만족했다. 그러다가 차 

츰 문자로 표현한다는 표현 매체의 특정으로 인해 문어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멀티미디어라는 매체의 결합으로 표현 매체가 달라지면서 인터 

넷 유머를 구어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 유머의 경 

우는 읽음으로써 재미가 더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유머를 변형하 

지 않고 구어로 전해준다면 재미가 감해질 것이다. 

인터넷 유머는 표현의 발랄함을 넘어 현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면이 있 

11) 그라이스는 대화의 원리로 협동의 원리를 뜰고 있으며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로 
양의 격률， 질의 격롤， 관련성의 격률， 방법의 격률올 제시하고 었다. 대화의 원리 
위배로 발생하게 되는 유머에 대한 논의는 구현정(:mJ)에서 13장 ‘대화의 유머’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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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의 과다 사용， 과장된 표현 둥은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이기 

도 하지만， 겉면의 화려함으로 인하여 내용물을 격하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현란한 비속적 표현은 인터넷 유머가 의도적으로 뒤틀고 뒤집 

은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표현보다는 내용올， 가벼움보다는 진 

지함을 재미보다는 공감을 추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 

터넷 유머는 가벼운 내용올 담고 있다. 

(예14) 

아싸 홍수다. 모든 건물 잠긴다. 

당시 유기화학 담당교수한테 전화률 걸었다. 

“도서관이 폐쇄되었는데요 

“기숙사에서 공부하게- -+" 

“기숙사 전기 끈겼는데요---;” 

“나가서 양초 사오게!---+" 

그래서 중호는 

양초를 사기 위해， 비맞기는 좋아도 걷기는 죽어라고 싫어하므로 

오토바이률 타고 물이 넘쳐흐르는 도로를 달렸다. 

그런데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구인 

‘지곡 회관’ 앞에서 

불현듯닥쳐오는 급류에 휘말려 

“.오토바이째로 퉁둥 떠내려가며 

두둥실 떠가는 오토바이 위에 훌로 앉아 

“------;;”하고 있었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12). 

(예14)는 인터넷 유머의 일례이다. 통신언어에서 사용하는 비문법적인 

요소가 덜 나타나고 있지만 스마일리(이모티콘)를 많이 사용하여 표현올 

12) htφ/、NWW.fræ:h려.comItvs 안중호 ‘홍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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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인터넷 유머는 통신언어의 특정13)에 기인한 현상과 가상 공간이라 

는 특정，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특정에 근거한 표현이다. 

2} 시각적 표현 기제 

그래픽 디자이너 솔 배스(닮띠 Bass}가 뉴욕 사무실 미술부에서 견습생 

으로 일할 때， 그는 새로 나온 영화 광고에 사용되는 영화 포스터를 만드 

는 일을 하였다. 그 당시인 1쨌년대 말과 1940년대의 영화 포스터들은 제 

한된 지면을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영화 내용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거 

의 항상 포스터들은 화려했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솔 배스는 지오르기 케페스(Gyorgy 1양:e;)가 쓴 『시각 

언어』라는 책을 통해 영화 포스터의 경우 잠재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잡 

아낼 수 있도록 표현된 단일 아이디어나 테마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단일 아이디어로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 

게 된대레스터 P.M 저， 금동호 • 김성민 역， 1917). 솔 배스의 시각 디자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인간에게는 단일 아이디어률 보여주는 것이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표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글 

로서 또는 말로서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다. 시각 디자인 중에서도 단일 

개념을 표현했올 때 수용자의 시선파 관심올 집중시킬 수 있다. 

인터넷 유머의 특정 중 하나는 어휘률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진 

을 드러나게 하여 유머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어휘를 클 

릭하여 그림올 볼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는 선적인 글쓰기 방식 때문에 클릭없이 그립을 드러나게 소개한다. 

13) 통신언어에 대한 분석온 졸고tIDll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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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5) 친구의 죽옴 

(예16) 무엇이 보이나요.??? 

구걸하는 남자와 웃는남자 

인터넷에 유머를 올리는 작업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에 나타나 있는 유머의 대다수는 연대연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까지 

거리낌없이 올려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제도 아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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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에서의 유머를 통해 어떤 표현의 기제를 

보여줄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문제 거리이다. 인터넷의 유머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거나 통제 없이 수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으로 선과 악올 구분할 수 

있듯이 유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함과 악함올 구별하고 선한 것으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수용이 펼 

요하다. 창조적인 수용은 소극적인 수용올 넘어선 것이다. 유머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창조 

하거나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이론 연구가 도와야 한다. 유머의 표현 

기제에 대한 연구는 유머의 재창조와 새로운 창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5. 유머와표현교육 

유머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용자의 기 

분올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는 유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될 때가 많다. 유머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청자에게 더 친 

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유머 이론의 연구는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 대인적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머의 선호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인 유머와 성적인 

유머를 더 재미있게 보는 반면 여성은 넌센스 유머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대맹명관; 1됐). 웃음 속에서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다. 박기 

순(I體· 깎)에서는 데비토(I~Vito， ]. A)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인 커뮤니 

케이션의 목적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206 국어교육연구 제m집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세상에 관해 배우거 

나 알기 위해 커뮤니케이트 한다. 둘째，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커뮤니케이트 한다. 셋째， 우리는 타인을 셜득하거나 타인에게 어떤 식으론 

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커뮤니케이트 한다. 넷째 우리는 타인과 놀이를 하 

거나 즐기기 위해 커뮤니케이트 한다. 다섯째， 우리는 타인올 룹기 위해 커 

뮤니케이트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중 인간은 

“타인과 놀이를 하거나 즐기기” 위한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혼 

히 잡담， 한담， 농담， 가십(gos외p) 혹은 세상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 

는 경우가 놀거나 즐기기 위해서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놀이나 즐 

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 

요한 활력소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머의 기능을 이해 

하고 이를 표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현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표현 교육과 표현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표 

현 교육에서 유머는 창조성올 강조하는 표현 교육에서 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창원(alX))에서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규범성과 창조성 

을 다음과 같은 논의하고 었다. 

교육은 규범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지닌다. 문화전달주의나 구조 기능론 

의 입장에 서변 규범성이 강조되고， 인간주의나 자아 계발론의 입장에 서 

면 창조성이 강조된다. 물론 규범성의 바탕 위에 창조성을 추구해야 교육 

의 이념에 가까울 것이대김창원 없x): 44). 

유머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와 다른 장치가 있음올 인정하여 규범성과 

창조성 사이에서 표현 교육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머 텍스트를 

국어교육에 활용할 경우 유머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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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함으로써 냉소적인 유머에 대한 경각심올 불러 일으키고 근거 없 

는 우월 의식에 대한 반성을 유도해 낼 수 있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은 바람직한 유머를 구사하는 데도 도웅을 줄 것이다. 유머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에 비해 구어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언어적 부분에 대 

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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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lStraα 

The Characteristics of Humor Expression according to 

Media Change 

K~， soon Hee 

뻐nmr wiæ얄read 따α때 in뼈net is different frαn that circulatffl 이머ly， 

/:a:ause intenlet is 뼈뼈 on virtual sαK:e， aoonymity, 때 hy없뼈t structure. In 

this stt때T， the characteristics of hurror 뼈tsspr빼 뼈ly as well as internet 

hurror were elucida뼈 Htmπ contains j아re， 때t， ar닙 sa마'e. J'때e is an em:삐α1al 

ht.rrror 때l밟Jg a pj!'e 1없따1 Wit is an in뼈igent hur뼈· 때1왜Jg a coo않xtual 

l뻐양l 없빠 is a αitical 뻐rmr 때u뼈 a bitter la뼈1 Hurror can be 때S잉뼈 as 

ari뼈e hurror, a narrative hurror, 뼈 a cα1Versatlαml hurror ck뼈띠ir땅 on its 

앉따nal Structure. Also hurror 뎌n be clas돼edasawα빼ay-~ hurror, 
빼ytic ~ hurror, 때 S뼈T Structure-~ hurror 따B때ng on its coo따lts 

style. The IYÍ뼈뼈 앉pres잉onrr빼lOO for hurror is æ찌ation. 까le gl얹teral nature 

of it is deviation frαn αm않았떠1 rule, cultural rule, 하ld psychol(핑y of antici~tion. 

New 닝I피s of de띠atiα1 US어 for in없net hurror is de'찌ation frαn 띠cture， or 

m찌ng 뼈cture. In뼈net hurror 빼lses 당핑lish 뼈 앉쟁geratí회 얹뼈'eSSions， 때lÌch 

sorretirrtes give rec생V얹"S fun. However, 뼈se 빠Jses 빼‘e internet hurror 

low멕uaJity of intelligence. Most of internet hurror u않 뼈 αm따lts w애ch can not 

beea하ly told f없 to face /:a:ause of the anonymity of in뼈net hurror. Tbercl어e 

the 어ucation of recei찌I핑 a찌lor 앉çres엠19 hurror critic퍼ly and CC!TI,dly is 

necessary for creative us맹:e of lar핑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