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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개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매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매체 언어를

접할 기회가 높아지면서 매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
의 특성파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갚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도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
체를 접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매체에 사용된 언어의 특정을 교육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매체를 사용할 때 매체 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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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매체 언어의 사용 양상과 특정이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중에서 인
터넷 매체에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11 그 이유는 최근 들
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이 한
국어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매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

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정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사

용되는 언어의 특정을 암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곧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특히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2)

인터넷 매체는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비풋하여 여행， 영화，
쇼핑， 취미 응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

성되어 있다 수많은 블로그나 가페 홈페이지 등이 연펄이 되어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륜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제 표현을 보고 기사나 블로그나 홈페이지
1)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뜨로 션은 표세 표현의 출처는 다유파 같냐:

OSEN, YTN뉴r느

경향신문， 고뉴스 내일선문 경제， 노컷뉴스 뉴시스 대선임료 판아열린 디지델타엠
스 리뷰스라 마이데인리， 매얀경세， 머니푸데이， 매디켈투데이， 문화인봐 서울경서1.
세게힐보 소년조선^타뉴스 :λ:공;츠서울， 스포긍슨윌감 스포츠딴극， 아시아경제， 연

합뉴스 연합푼노 오I1}이 ìr즈; 우먼타임스 이데얻리， 인?{스3펀 조선일보 조이뉴
스낌， 중앙임보 쿠키뉴스 고}이낸션뉴스 프라임경제， 한겨레신푼， 한난정제선문， 파
국벨보 허1 텔드경제， 허l 펠드생생뉴스 등

2)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Can외e

and

Sw.버n(l!:m) , C뼈e(l~:)은 언어학적 능펴

(!i때uistic co~tence)， 사회언어학석 능녁 (socio!in밍Jistic competencel, 담화 능펴

,

(disαlUTse comκ.tence)， 전략적 능략 (strat앵lC co~뼈ce)으띄 구분하고 있다 이 (1

영 CID3) 에서는 이 중에서 맘화 능팍 파 관련해f 후F국어 학습자의 구어단화 능댁
%간한 위한 방얀을 제안하고 있다

l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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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시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해 클릭하게

되는 표현을 표제 표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탈 시아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영역 중에서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을 중심으로 매체 언어에 나타난 특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표제 표현은 다양한 언어 형식과 표현 방
법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 표현
의 형식 유형과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형식에 따라 표제

표현이 어떠한 특징을 7}지는지 어떠한 구성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정은 한국어 학습자의 매체 언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 정보로 활용
할수 있다 3)

11 인터넷 기사와 표제 표현
매제 언어는 인쇄 매체 언어 방송 매제 언어 인터넷 매체 언어로 구분

할 수 있다. 인쇄 매체 언어는 인쇄를 이용하여 만든 자료로 신문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 매체 언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대

표적인 자료가 된다. 인터넷 매체 언어는 쌍방향 매체로서 디지털로 구성
되어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 언어는 영상물과
음향물이 동시에 구현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3) 극어교육과 매체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거1 이루어졌다. 민현식 외 (:r02)에서는 대중

매체와 언어의 특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유경 (:r02)에서는 인터넷 매체룹 통한 효

과적인 문학교육 방얀을 제시하고 있다. 박인기 외 (때)3)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텍스
트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우한용 외 (4X)3)에서는 신문의 언어문화

와 미디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현선 (때4) 에서는 미디어플 환용한
국어교육과 문화교육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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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은 신문의 표제 표현이나 방송 뉴스의 표제 표
현과는 차이점이 있다. 신문 기사 표제 표현은 표제 표첸과 신문 기사뜰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다. 신문은 지면의 제한이 있지만 인터넷 매체에 살

린 기사는 공간의 제익L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글자의 크까도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은 기사 본문 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 신문에 사용된 표제 표핸

은 글자의 크기 설정이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게 사용짜여 독자에게 뚜
는 시각적인 효과가 더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방송 보도 기사의 표제 표

현온 표제 표현 제시와 함께 뉴스 내용이 보도되기 때문에 빠르게 읽는
능력과 제대로 듣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의

옆 부분에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하여 표제 표첸을 짧게 구성해
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은 기사를 보기 첸에 표제 표현만

먼저 볼 수 있으며 표제 표현을 클릭한 후에야 기사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제 표현만을 통해 기사 내용 추측이 가능하며 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
지 기사의 표제 표현을 동시에 보고 하니를 선택하여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표제 표현은 신문 가사 표제 표현과는 달리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과정을 더 거치게 할 뿐만 아니라 클릭하기 전에

는 기사문을 볼 수 없고 표제 표현만 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터넷의 포털 시아트에는 각종 신문사에서 제공한 뉴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뉴스만을 전문으로 보도하는 곳에서 제공한 뉴스가 실시간단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기사에 나따난 표제 표현은 인터넷 사용자로 하이
금 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가능을 한다. 인터넷 사용
자는 인터넷 화변에 나타난 표제 표현윤 보고 기사의 내장을 추측할 뿐만
아니라 표제 표현을 보고 그 기사를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한다. 따라
서 표제 표현은 기사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

라 표제 표현을 얽는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매체에는 여러 신문사의 기사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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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각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것을 잘펴볼 수 있

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표제 표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곧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사건의 내용은 같으나 기사 내용의 초점에 따라
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I) "
1

C

<서울시 한강 수상택시 충돌사고 ‘당흑’〉
수상택시 ‘운항 사흘 만에 충돌 사고’

, 수상택시 모터보트와 충돌

근 한강 수상콜택시는 ‘뺑소니 택시?’
口， 한강 수상택시 ‘불얀한 출발’

닝. 한강 수상택시 모터보트와 ‘광’
λ 한강 수상택시 사흘만에 ‘풍’

o

한강 수상택시 운항 개시 사흘만에 사고…‘뱃길 규정’ 없어

^

한강 수상택시 운행 사흘만에 충톨

夫. 한강 수상택시， 운항 사흘만에 모터보트와 충돌
격， 한강서 모터보트 · 수상택시 충돌"，7명 부상

자료 (1)의 경우 [한강에서 수상택시가 사고 나다]라는 사건에 대해 각

신문사와 뉴스 매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것이다. 각 기사마다 전달

하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서 표제 표현이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l)’ 기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L

사고 시기/ 사고 내용 (충돌)

亡 사고 내용 (무엇과 충돌)
큰. 사고로 인한평가

口 사고로 인한 영향
너 . 사고 내용 (무엇과 충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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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사고 시기/ 사고 내용 (풍돌)
。. 사고 시기/ 사고 원인 저lλl

z

사고 시기/ 사고 내용 (충돌)

7c.

사고 시기/ 사고 내용 (충돌)

극. 사고 내용 (무엇과 충돌)/ 사고 결과

자료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사에서 사고 시기와 사고
내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표제 표현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나
결과， 영향 등에 대해서 기술한 껏도 있다. 또한 {충똘 사고}를 {충돌/ 사

꾀 광/ 콩}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고}보다는 어떤 사고냐에 초

점을 두고 {충돌}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에 대
하여 다양한 표제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11
인터넷 기사에 사용된 표제 표현은 제한된 표현으로 인터넷 시용자띄
관섬윤 유도하고 함축적인 의미륜 전탈하는 데 사용 복적이 있다. 또딴

표제 표현은 길이의 제약P로 인하여 문장의 여러 가지 성분이 생략되기
도한다，5)

4) Banγ Tomalin & Susan Sterr떼e뼈 CXÜ3: 46) 에서는 신문의 표제 표현의 의1l]릅 추측
하고 가사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수업을 제얀하고 있다 I做 Grurrdy(2003l 에

서는 신문기사룹 텍스트로 하)~ 활용 함 수 있는 다양한 영어 ï 1L 욱 방볍에 대해f λ11
안하면서 표제 표현의 활용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5) 박갑수(1뺑)에서는 한국 신문 표세띄 득정 o 로 초행완전， 각행독립의 원직에서 뱃
어나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채언， 보조용엔 {등하다， 삭하다，

하다 생략}되어 어근

P걱[ 종결되는 것， 명사석 진숭， 연갤형 어미 이/어어l 악한종결 표저1. 명사석 표현어l
조사 생략， 부샤 난해하거나 ~~호한 표저1. 파거형 표제， 방언 맺 어멤파 맞줍뱀에 뱃

어난 오용， 외래어， 지나친 주판 및 감화적 표현， 군사 용어， 비유적 표현， 관용석 표
현이 나타난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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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
인터넷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은 문장 층위와 담화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곧，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은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하게 두 문엠나 대화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문장 형식

과 담화 형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 형식은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표현하는 문장 미완성 형식과

문장이 완성된 형태로 표현히는 문장 완성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
장 미완성 형식은 보통 서술어가 생략되는 형식으로 명사로 끝나는 유형

과 부사로 끝나는 유형， 조사로 끝나는 유형과 어미로 끝니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문장 완성 형식은 문장의 종결 형식에 따라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담화 형식은 한 문장 이상이 표제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한 사람의 발

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표제 표현의 형식과 관련된 특징을 문장 미완성 형석， 문장 완성 형식， 담
화 형식 o 로 니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장미완성 형식

문장 미완성 형식은 인터넷 표제 표현 중에서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표제 표현의 서술어나 서술어의 일부를 생략하여 명사나 부λh 조사나 어
미로 표제 표현을 끝내는 유형이다. 인터넷 표제 표현은 문징어 완성된

자료에 비하여 완성되지 않은 자료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제한된 공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생략하고 함축된 의미
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명사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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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잘펴보면 다음과 같다61

1) 명사로 끝나는 유형

명사로 끝나는 유형의 표제 표현은 서술어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인데

주로 {하다}와 {이다}가 생략된 것이며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생략도 냐
타난다

(2) 기. 삼성전기 “초일류 부품기업 달성” 재다짐
L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본사서 지사”

c:

르노삼성 ‘SM5lE 블랙’ 8ffi)대만 판매

자료 (2)는 영사로 끝나지만 뒤에 생략된 부분이 {짜다}인 자료이다.
{하다}는 생략이 되어도 표제 표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는 명

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흑 의미
해석 과정에서 시제 부분이 혼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료(2 기← L) 는

{재다짐， 지사}로 끝나고 있지만 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했다}가 생략펀
것이며，

(2

c)은 {할 예정이다}가 생략된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사폐

문화적 배경이 없다면 생략된 부분의 시제를 추측하기 어렵다.

(3) τ 꿈돌이 랜드 사고는 안전점검 소홀이 원인
휴대전화， 물불에도 ‘이상무’

L.

LG

c:

“황사에는 물이 최고 보약”

6) 이원표 역(뼈4: 32) 에서는 대중 uJ1체에서 사용된 언어의 득성에 대해 다양한 관침
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선분 기사의 제목윤 문법적으로는 기이하고 꼭특한 통사석

속성이 있다고 선벙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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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은 명사로 끝나지만 뒤에 생략된 부분이 {이다}인 자료이다.

{이다}도 {하다}와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도 중심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디음 자료는 명사로 끝나지만 뒤에 생략된 서술어의 일부가 {하다， 이
다}가 아년 경우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연어 관계를 활용하여 생략된 부
분을추측할수 있다

(4) 기. 설 앞두고 ‘외화 세뱃돈’ 불티
L

시중은행

'2008 괴담’

r

봄 날씨 계속， 내일 낮부터 단비

자료 (4) 에서 {불티} 다음에는 {나다}가 생략되고， {괴담} 다음에는 {-이

떠돌다}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비} 다음에는 { 가 오다/ 내리다}
와 같은 표현이 생략되었다. 한국어 사용자는 이와 같은 연어 관계를 잔
암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을 추측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어 학슴자에게
는 연어 관계에 대한 교육 정보를 따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기

z7억 달러 날린 이 남자 ...

L

노숙자에게 빛이 된 어느 경찰

亡. 두 번 놀래 준 캐나다 할머니

자료 (5)는 표제 표현이 명사로 끝이 났으나 그 뒤에 생략된 부분이 무

엇인지 확설하게 추측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명사 뒤에 생략된 표현은

{남재 경찰， 할머니}를 수석하고 있는 관형어 {날린， 빛이 된， 놀래 준}과
관련지어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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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부사로 끝나는 유형

인터넷 표제 표현 중 부사로 끝니면서 서술어가 생략되는 유형이다

(6) "

사라크 프랑스 대통령 임기 말년 시름시름

L

지옥같은 한가위 귀향길， 이 길로 가면 ‘쟁쟁’

c

오늘 낮 약한 황사'"기온 ‘뚝’

인터넷 표제 표현이 자료 (6) 파 같이 {시름시름， 쟁쟁， 뚝} 등의 부사로

끝나는 경우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통-하여 표저l 표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의 연어 관계를 생각하면 {앓다 가다， 떨
어지다} 등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사와 연결되는 연어 관계도
알이야 이러한 표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3)

조사로 끝나는 유형

인터넷 표제 표현이 다양한 조사로 끝나면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유형은 서술어 전체가 생략되어 표현되고 있다.

(7)

1

송일국， 데뷔 초 국어사전 펼쳐보던 이유는?

L

“국제선도 지방공항에서”

c ， 2금융도 새 수익 찾아 “해외로”

자료 (7)은 표제 표현이 조사로 끝나면서 {무엇일까?， 출발한다/ 탄다，

간다} 등과 같은 서숨어가 생략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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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용자가 서술어 전체를 추측하여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데 { 에서
출발하디f 타다}， { 로 가다}와 같이 조사와 연결되는 용언을 알면 의미
를 쉽게 해석할수 있다

띠 어미로 끝나는 유형

인터넷 표제 표현이 다양한 연결어미로 끝나는 유형은 이어진 문장 중

선행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제 표현으로 남고 나머지 후행절이 생략되
거나， 용언이 생략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8) τ 10인의 대표시를 읽으며
L

사랑은 블로그를 타고

도 비발디파크 정전 ... 리프트 멈춰서

자료

(8

기)은 한국시인협회에서 ‘시의 날’을 맞아 한국 대표 시인 10인

을 선정한 것에 대한 칼럼 제목이 표제 표현P로 제시된 것으로 {시를 생

각한다}와 같은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니은 블로그를 운
영하는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다는 내용의 기사로 {모인다}
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

드)은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로 끝나는 유형의 표제
표현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미를 해

석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문장완성 형식
문장 완성 형식은 문장 종결 형식에 따라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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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감탄형으로 구분히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평서형으로 끝나는 유형

표제 표현이 평서형으로 끝나눈 유형은 사건의 내용괄 확섣하게 전달

하거나 단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9) 기. ‘뽀글이 파마 점점 사라진다
L

“가장 쉬운 웰빙은 많이 웃는 것이죠”

c

“은행 털면 큰일 나요”

자료 (9) 와 같이 { 다/ 죠

어요} 똥으로 종결 형태가 나타난다 특정

파마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웰빙의 방법 은행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경
고 등을 표현하고 있다 서술어나 서술어의 일부가 생략된 유형에 비하0:1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명령형으로 끝나는 유형

표제 표현을 명령형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표제 표현을 통해 기사의 내

용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 보험사 ‘5대 횡포’ 꼼꼼히 대비하라.
l

세 끼 잘 챙기고 물 많이 마사는 것부터 사작하라

c

아름탑고 싶다면 화장품 줍여라

근 “과정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세요

口， 손호영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 보서l 요
닙. “설 상차림 간수 정 념치게 차리서l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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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0 기 디과 같이 {-어패→으라}로 종결 형태가 나타나 직접 명

령과 간접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제 표현은 인터넷 사용자에

게 새로운 정보를 좀 더 강한 느낌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10

닝)과 같이 부드럽게 권유승}는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으)

2.

세요}의 형식을 사용한다

3

의문형으로 끝나는 유형

표제 표현이 의문형으로 끝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니누어진다. 하나는

진짜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적으로 의문을 표시하
는것이다.

(11) 기. 윈도 비스타 대신 리늑스는 안 되겠니?
l

흑시 오늘 싱싱한 잭 한 권 낚으셨나요?

C.81 일만의 남북회담 어떤 의미 갖나?
근 ‘공공의 적’이냐， ‘공공의 美’냐
口. 지폐 속 션조들도 성형수술을 했다?
터 사자， 호랑이 무서워 곰에 졌다?

자료 (11)과 같이 {→니/ →나/

나요/ ←이냐}로 종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 다}에 물음표를 표기하면서 의문의 뜻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11, 니은 판정의문문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대답을
생각하게 하는 유형이다.(11 디은 섣명의문문이지만 대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내용에서 대답을 찾으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11 리

은 선택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며，(11 口→비은 평서형에 물음표를 사용하
여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탑을 요구하논 것은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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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특히 (11 口-비과 같은 의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할것이다

4

청유형으로 끝나는 유형

표제 표현이 청유형으로 끝나는 유형은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 함
께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2) τ “해주특구에 공공임대제 도입하자”
L

대중화된 필리핀 어학연수

이것만은 얄고 가자!

드， “공기업 막바지 공채， 놓치지 말자’

자료 (12)와 같이 { 자}로 종결 형태가 나타나고， 주어 {우리나라， 어학
연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 등이 생략되어 있다. 정유형을 사

용해f 표제 표현을 구성댄f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닫
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기사에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라고 할수 있다

되 감탄형으로 끝나는 유형

표제 표현이 감탄형으로 끝나는 유행은 인터넷 기사에서 소개하는 내

용의 장점에 대해 감탄하는 표현을 시용하고 있다

(13) 기. 아하~ 이게 백제 문화구나1
L

종잇장처럼 날아가는구나1

도. 열쑤! 흥이 절jE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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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로 종결 형태를 사용하면서 느낌표 {!}나 감탄

사도 함께 사용한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담화형식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이 복잡한 담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곧， 간단한 구나 문장의 범위를 념어서 인용과 설명， 섣명과 인용， 의견
대립， 질문과 대답， 칠문과 섣명， 의견 나열 등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1) 인용 후 설명이 이어지는 유형

이 유형은 표제 표현을 뉴스의 쟁점에 대한 사람틀의 의견을 인용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14) -, “그래도 내 아이 먹거리

비싼 값에 허리 ‘휘청’

L

“수능 몇 달 남았다고" 고 3 교실 ‘부글부글’

E

“기대가 크죠”

“허탈하죠” ‘삼성맨’들이 말하는 썽금의 명암

자료 (14) 와 같이 표제 표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은 설명에 해당
하는 뒷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
화 형식이 추론할 근거가 더 많아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담화 형식을 최대한 짧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었으므로 다양한 연어 관계를 알아야 하고 추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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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후 인용이 이어지는 유형

표제 표현 중 뉴스의 쟁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

람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5) τ ‘주몽’ 연장방송 여부 이번 주 최종결정 ... “스토리상 더 이상 붓
미뤄”
L

카드사 보너스 잔치 ‘윗! 소문 안 나게’

드， 회사 옮긴 이유는 ... 때% “연봉 낮아서" 4뻐) “경영난 때문”

자료 (15) 에서 사용된 표제 표현은 자료 (14) 와는 반대되는 유형으로 기

사의 쟁점에 대한 설명이나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친
일부를인용하고있다

3

으|견과 의견이 대립하는 유형

이 표제 표현 유형에서는 의견과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표현을 동시에
제시하여 구성하고 있다.

(1 6) 기. 이명박 “적과 내통했다 vs 박근혜 “이성을 잃었나”
L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되찾자” 鄭 “낡은 가치와 싸우겠다”

c

“종부세 피하자‘’ 쌓L이는 고가 급매물 “더 떨어낀다” 기대감에 매
수세실종

자료 (16) 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형태로 표제 표현을 제시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표제 표현에서 제시하는 논의의 핵심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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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L) 은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대립되는 사람

과 사람， 정당파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 (16 디은 매도자의 입장

과 매수자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띠 질문에 대답하는 유형

표제 표현에 질문과 대답이 함께 있는 유형으로 한 사람이 질문을 제
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τ “대선 보험? 사절합니다”
L ,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돌반지나 돌려달라"

E

아저씨? .. , 난 노무族

己 이수경 “김지훈과 열애설? 같이 웃었어요”
口 나사가 확 풀렸다고요? 우리도 ‘슬럼프’ 가 있어요
님. 휴대전화 전자파? 아니죠~ 전자기파? 맞습니다~

人. 결혼성화 대응법? 男 ‘물색중’

女 ‘교제중’

자료 (1 7 기-디)에서는 같은 사람이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하고 있어 자

문자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7 비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두

번 이어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료 (17 시은 질문을 제기한 사람과 대답하
는 사람이 다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질문과 대답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표제 표현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과 그에 대한 해답을 모두 살펴볼 수 있
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히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유형

이 표제 표현의 유형은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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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8) "
L

“뱀이다” 그게 뭐지? .. ，기상송으로 빠르게 확산
“어차피 안 된다 공천이나 따자? 대선 패배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자료 (18 기)에서는 질문을 하고 대탑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생략으로 처

리하고 이어서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18 니의 경우판 대답을 요구하

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유형

이 유형은 절문에 대해 대탑을 한 후에 대탑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
으로 표제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1 9) " 앉XXl원? 이젠 9ffi)원 1 .. , 대형마트는 8 자를 좋아해 1
L

곤충 정그러우세요? NOI ‘병 치료에 도움’

자료 (19) 의 경우 기사의 중심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탑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의 초점이 표제 표

현에 모두 드러나 있어 의미를 해석하기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어 학습자가 좀 더 쉽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표제 표현의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7) 의견 나열 후 질문 제기하는 유형
표제 표현이 기사의 내용에 대승배 의견 제시한 것을 나열하고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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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유형이다.

(20)

“cr는 찍어봐야

“MRI도 해 봅시다” 뭐가 다르죠?

자료 (20) 과 같은 표제 표현의 유형은 많이 나타나논 것은 아니다. 이것

저것 검사를 제안하는 의사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환자의 대

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표제 표현이 걸어절수록 인터넷 사용자
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V.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의 구성 방법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은 하나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히는 것이
기 때문에 표제 표현을 구성할 때 어휘의 선택과 표현의 선택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표제 표현의 구성 방법을 어휘 구성 방법과 표현 구성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어휘 구성 방법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에서 사용하는 어휘 구성 방법은 의성어 · 의태
어 구성， 동음이의어 구성， 신조어 · 유행어 구성， 어휘 반복 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수있다

1) 의성어 • 의태어 구성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을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구성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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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음과같다

(21)

τ 스트레스 · 피 로? 확확 눌러 없애주마.
L

오늘 낮 약한 황사'"기온 ‘묵’

c

‘탁， 탁， 탁} 독수리타법， 건강도 위협한다.

자료 (21)에서 {꽉꽉， 뚝， 탁 탁 탁}과 같이 의성어와 외태어를 사용하고
있는 표제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21 기)의 경우 경락 마사지로 스트레

스와 피로를 풀어준다는 기사인데 표제 표현만으로는 경락 마사지라는

것을 암 수 없다 그러나 그냥 눌러 주는 것보다 {꽉꽉} 눌러 준다는 것이
스트레스나 피로를 더 잘 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한 기사 내용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1 니의 {뚝} 다

음에는 {떨어지다}라논 연어 관계를 통해 기온이 떨어진따는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다，(21 디의 {닥 틱- 닥}은 의 u] 해석에 꼭 필요딴 부분은 아니지

만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표저l
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성어 · 의태어의 의미룹

이해해야 하고 연어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2)

동음이의어 구성

인터넷 표제 표현을 한자의 소리와 의미를 활용한 동음이의어로 구성

하기도 한다.

(22) 기‘ 봄으로 때우는 ‘身직업’ 뜬다.
L

이젠 眼아픈 ‘밥은 서l상’ 활짝 여세요

亡 ‘권상우 협박’ 검태촌 구속… 조폭 연예계 접수， 險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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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女봐란듯이 예뻐지는 남자들

口. “아車， 못 챙겼다고 걱정 마세요”

자료 (2'2)에서는 {身， 眼， 險， 女， 車}와 같은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자의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을 활용하고 있다. {身직업}은 한자의
의미에 맞추어 해석하면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리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소리나는 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새로운 직업]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중의적인 의미가 나타난다'. {眼이픈}은 한자의 음이 [안]이고 뜻이 [눈]이
므로 [눈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險쨌다}는
[겸참]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와 [칼을 쨌다]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
고 있다. {女봐란듯이}는 한자의 음인 [여]와 의미인 [여자]가 나타나 [여

자 보란 듯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車}는 [지동재와 관련되는 기
사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구성 방법으로 감탄사의 {아차}에서 {차}를

한자로 구성하는 방법을 시용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는 한자를
모르는 학습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의 어휘 구성에서 나타나
는 의미는 추론하기가 힘틀 것이다.

3

신조어 ·유행어 구성

표제 표현을 구성할 때 다양한 신조어나 유행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껑) '. 완소범 • 싱글족… 그들을 주목하라.
L

당당한 ‘자빡’

E

대선캠프 절박한 ‘실탄’ 조달 어떻게 ...

E

한류? 우리 애들은 ‘일류’가 키운다.

'"

자아도취? 자기긍정?

디， ‘죽음의 트라이앵글’ 공신과 함께 헤쳐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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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3) 에서는 {완소男 • 싱글족， 자빽， 실탄， 한류， 열류， 죽음의 트라

이앵끌， 공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신조어나 유행어를 활용하여 표
제 표현을 구성하고 함축된 의미뜰 전달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
한 표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조어나 유행어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어휘 반복 구성

표제 표현에서 같은 어휘를 반복하여 대응하거나 반의어를 대응하여

구성하논방법이다.

(24) 기 ‘얼굴 없는 설회수’에 ‘얼굴’로 맞선다
L.

질렸더니 손님도 질렸다

c

자유로 귀신? 등골 오싹한 ‘택시 귀신’도 있다!

자료 (24)는 {얼굴， 지르다. 귀신}과 같은 어휘가 서로 반복적으로 대응

하여 표제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낌 ，)의 {열굴}은 {보텔]을 의미하며，

(24 L) 의 {질렀더니}는 [소리 지뜨다]이고 {칠렸다}는 [붉건을 구입하다]
를 나타낸다. (24 亡)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귀신}을 대응시켜 표제 표.

현을 구성하기도 한다.

(정)

"1

흐뭇한 기부， 아름다운 거부

L

엎친 미분양에 덮친 ‘물량 공습’

c

고혈압엔 ‘보약 비만엔 ‘독약 ... 초콜릿의 두 열굴

자료 (25) 에서는 {기부 : 거부 엎치다 : 덮치다 보약 : 독약}과 같은 어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293

휘가 서로 대응되어 표제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어는 {흐
뭇하다 : 이름탑다， 미분양 : 물량공습， 고혈압 : 비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 표현구성방법

인터넷 표제 표현의 표현 구성 방법은 생략법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

법，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해} 구성하는 방법， 비유법을 사용하여 구성하
는 방법， 기호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략으로 구성

표제 표현을 생략으로 마무리하는 구성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생
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7)

(26) 기 삼성전자 조직 개편 그 후...
L

“카 작은 것도 서러운데

c

복지부 냉가슴 “담뱃값 올려야 듭}는데

자료 (26) 과 같이 표제 표현을 생략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

하눈 구성 방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문장 완성 형식이 아닐 경우 대부분
생략을 사용해} 나머지 부분을 인터넷 사용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다 이

와 같이 생략으로 처리된 나머지 부분은 기사의 본문에 그 내용이 제시되

7) 강연임(:ID): 191-1ffi) 에서는 선문 표제어의 생략 현상에 대하여 표세어는 정보 구조
에 있어서 심층결속성파 의도성 • 응집성 등이 강화된다고 하고 그러한 이유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심현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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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2)

상호텍스트적으로 구성 8)

인터넷 표제 표현 중에서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구성한

것이 있다. 곧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유행 표현， 광고 시 · 소설 제똑，
속담， 관용어， 명언 등을 활용하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현의 C닐
부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만저 영화 제목을 활용한 예는 다음과 삼
다

('l1) 기. ‘꽁꽁의 적’이냐， ‘공공의 美’냐
L

‘적과의 동칩’". 라이스가 있었다.

c

‘살인의 추억’ 화성에 경찰서 생긴다 "인구 g:)만 안되지만 특별
入1λ}

ι2

근， 패션 트랜스포머"옷이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자료 ('Z7J은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활용한 자료이다. (공공의 적， 적파

의 동침， 살인의 추억， 트랜스포머} 등은 모두 영화 제목이며， 영화 제목쓸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영화의 내용과 인터넷 기사의 내장을 연결하여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구성의 표제 표현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행하던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펼요하다고
할수있다

8) 김태옥 · 이현호 공역(1% 긴5) 에서 상호텍스트성 Gntertextuality )은 주어진 텍즈트탄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참여자늪이 다른 텍스드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i샘플
뜻한다 유명한 텍스트의 인용이나 참조는 중간 조정 (rr뼈ation) 작용이 훨씬 작어지
게 만다고설멍하고 있다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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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왕의 여지1?) 나가신다
L ,

시중은행 ‘2008 괴덤J

亡. ‘빈틈없는 희선씨’ 김희선， 사상 최고의 철통보안 결혼식

자료 (28) 에서는 {왕의 남자 여고괴담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영화 제

목의 임부를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표제 표현이 영화의 내용과 연결되도

록 구성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기사의 내용과 관련지어 바꿈으로써 인터
넷 사용자가 표제 표현을 이해하는 데 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드
라마 제목과 드라마 대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주인공 이름 등을 활용

한예는디음과같다.

(잉) 기 최민용 서민정 ‘거침없이’ 동반 나들이
L

c

, 강주희 자매 패러디로 ‘폭소 하이킥’
거침없이 캐릭터를 날리다

근. 손힘새 “미안하다 탈당한다

경선구도 ‘지각변동’

디， 손발 잘린 ‘블랑카 눈물의 하소연
tl

“나 떨고 있니

‘탁선 보고 놀란 가슴’ 천수이벤-아로요

자료 (잃)와 같이 한동안 유행한 ‘거침없이 하여킥’이라는 드라마의 제

목을 활용하여 {거침없이 하이킥}을 넣어 표현하고 있다， {미안하다 탈당

한다}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리는 드라마 제목의 일부를 바꾼 것이다" {나
떨고 있니}는 드라마 대사로 유명한 표현이고， ‘블랑카는 인기 프로그램
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표제 표현을 구성할 때 광고 표현을 활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30) "
L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로 담당기자 “이동국， 데뷔전까지 모자른

2%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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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학원은 방학을 좋아해 ... 대목에 ‘뺑튀기 수강j조 가승
근. 물， 더 이상 붉로 볼 수 없는 ...

자료 (30)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2% 부족할 때， 미녀는 석류뜰

좋아해， 날 물로 보지 마} 등과 같은 광고 표현을 임부 수정하여 표제 표
현을구성하고있다
또한 시나 소설의 제목을 활용하여 표제 표현을 구성하기도 한다.

(31)

τ 은행 잔치는 끝났다.
L

π서비스 CEO들의 여름나기 ‘휴가는 짧고 할일은 많다’

c

술 권하는 국세청， 술 끊으라는 복지부 ‘햇갈퍼네~’

자료 (31)에서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 세상은 넓고 할 얻은 많다， 술 권
하는 사회}와 같이 시나 소설， 유명한 책 이름을 변형하여 표제 표현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제 표현 중에는 한국어의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병언 등을 활용하
여 구성한것도나타난다

(32) 기， ‘한 미 FfA 협상’ 섬유마저 되로 받고 말로 주기?
L

‘이게 바늘구멍’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0:1

亡. 당신이 혹시 ... 이런 미꾸라지?
근 우후죽순? 우후조선 I ... 조선업체 7년 새 10이 곳 ‘진수식’

口， ‘전인화， 김규리가 누구?’ 뱃글로 보는 격세지감
닝

타이라의， 타이라에 의한， 타이라를 위한 쇼

人 “외국인， 너마저

투자 크게 줄었다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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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2) 와 같이 {되로 주고 말로 받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등과 같은 속담， {우후죽순 (雨

後竹짧)， 격세지감 (隔世之感)}과 같은 사자성어와 그 변형， {블루터스 너
마저 ... ,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등과 같은 유명인의 어구를 바
꾸어 표현하고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폭 넓게 알려져 있는 표현을 그

대로 사용하거나 재구성해 이해를 쉽게 하고 보다 함축적인 의미를 전
달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비유 표현으로 구성
표제 표현을 구성할 때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잃) 기. 노오란 꽃터널이 마을을 안았다.
L

달이 태양을 베어 물다.

c

사자， 호랑이 무서위 곰에 졌다?

자료 (잃)과 같이 의인법 환유와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

다. (잃 î)은 산수유 꽃이 마을에 기득 피어 있는 모습， (33 니은 부분 열
식이 열어난 모습， (33 디은 프로야구팀을 비유하여 표제 표현을 구성하
고 있다 9)

9) 신현숙(200))에서는 의미 확장이 열어난 한국어 표현은 의마 확장 단계， 의미 확장
파정과 함께 상황 또는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의미 해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언어문화에 대한 정보가 판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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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 구성

표제 표현 중에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파를 통하여 내흉

을 강조하고 있는 유형이 있다

(34) "
L

열린우리， 선도탈당

-) 제3지대 신당

) 1패통합신당 모색

일본인이 한국에 오는 이유 .. , 사업상→쇼핑 →‘한류여행’으로
변화

도， 한국은 지금， 노인파산 • 황혼재흔 • 청년설엽
2 ， 6일 오전 “그런 일 없다”

•

•

6일 오후 “사과 드린다”

口. 히딩크 감독， 18개윌 동안 18억+호텔 숙식+자동차

터 굉 먹고 알 먹는 해 • 외 · 펀 · 드 알챔 찾았다1
A

부

...

활 서

...

자료 (잃)와 같이 { ... , •, •>,

태

... 지

• ,+, " ‘’, “" ?,

사용되고 있다， { ... }은 [생략J， { 기

!} 등띄 다양한 기호가

>}은 [진행J ， { • }윤 [증개， {+}은

[더함J， { . , ‘ ’}은 [강조]， {“ "} 은 [인용]을 나타내고 있다 {?}은 [질문/ 의
문/ 의흑]을 {!}은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
는 표제 표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v.

연구결과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과 구성 방볍에 대해샤
살펴보았다.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과 구성 방법의 특정， 한국어교육에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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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터넷 가사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을 문장 미완성 형식과 문장

완성 형식， 담화 형식으로 니누어 살펴보았다 문장 미완성 형식은 명새
부새 조샤 어미로 끝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장 완성 형식은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정유형， 감탄형으로 구분하였다 담화 형식은 인
용 후 설명이 이어지는 유형， 설명 후 인용이 이어지는 유형， 의견과 의견

이 대립하는 유형， 질문에 대답하는 유형，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유형， 짐
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유형 의견 나열 후 칠문 제기하는 유형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인터넷 표제 표현의 구성 방법을 어휘 구성 방법과 표현 구성 방
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어휘 구성 방법은 의성어 · 의태어 구성， 동

음이의어 구성， 선조어 • 유행어 구성， 어휘 반복 구성 등이 특정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현 구성 방법은 생략법으로 구성하는 방법， 상호텍스트성
을 활용해 구성하는 방법， 비유 표현으로 구성하는 방법， 기호로 구성

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셋째， 지금까지 분석한 인터넷 표제 표현의 유형별 특징과 어휘 구성
방법 맺 표현 구성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w표제 표현이 문장 미완성

형식인 경우에는 생략된 부분을 추측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용언과 연결되는 연어 관계 알기， 부사와 연결

되는 연어 관계 알기， 부사의 의미 알기 등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
어야한다.

@ 표제 표현이 문장 완성 형식인 경우에 문장의 종류에 따라 표제 표
현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암 수 있도록 교육한다. 특히 의문
문의 경우 실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위해 많이 사

용하고 있음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 표제 표현이 담화 형식인 경우에는 문장 미완성 형식에 비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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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근거가 많지만 여러 성분들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생략된 부분
을 추측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한국어 어휘의 종류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 동음이의어， 선조어， 유
행어의 특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한다 특히 한자 동음이의어가 사

용되는 표제 표현의 경우 판자와 음이 같으면서 뜻은 다르게 사~}
되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교묶해야 할 것이다.

@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윤 두고 구성된 표제 표현에 대해서 교육한다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앙회/ 드라마/ 노래 등의 제목을 이용하끼
도 하고 광고 시， 속담， 관용어， 명언 등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표제 표현을 구성하고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법에 대해서 교육한다. 표제 표현에 사용띈
의인법， 은유， 환유 등과 같은 다양한 비유법에 대때서 한국어 학습
자가 이해할 수 있도폼 교육해야 할 것이다

@ 표제 표현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 가호가 의미하는 바를 교육한다
인터넷 표제 표현에는 몇 가지 특별한 기호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
는 것이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표제 표현은 다음 [표 1] 과 같이 정퍼할 수 있다.

* 관 논문은 '2ID1.
가완료되었음.

10 24 두고되었인며 ， '2ID1. 11. 10 선사가 시작되어 '2ID1. 11. 정 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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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과 구성 E법]

인터뱃 표제 표혐의 형식파 구생
τnx。L

미완성
혀。서←1

프노삼성 ‘SM5lE 븐랙’ 3m대만 판매

부사로끝나는유형

오늘 낮 약한 황사... 기온 ‘뚝’

조사로 끝냐는유형

“국제선도 지방공항에서”

어미로끝나쓴유형

사랑은블로그플타고
‘뽀글이 파마 점선 사라진다.

王U므→Lx。l

병령형으로 끔나는 유형

아름답고 싶다변 화상품 줍여라

완성

의문형 o로 끝나는 유형

81 엘만의 남북회담 어떤 의띠 갖냐?

청유형 P→로 끝나는 유형

“공기엽 막바지 공채， 놓치지 말자”

감탄형으로끝나는유형

아하~ 이게 백제 문화구나!

혀。

인용 후 섣명 이어지든 유형

시

1。「
혀。

섣 1 영 후 인용 이어지는 유형

의견과 의견 대립 유형
탑화
혀。사「

전문에 대답하는 유형
진문에 대해 섣명하판 유형
집문에 대답하고 섣영하는

1'Y~
의견 나영 후 싣문 제기하는

의성어 ·의태어 구성
어휘
L
'1 성

방법

llJ
법

동음이의어 구성
신조어 ·유행어 구성

어휘 반복 구성

성

생략으호- ιf성

표현

샤。←승→태1 人←특 E 저1 ←。딩• 구
1 서
。
l

구생
방볍

“수능 몇 단 남았다고

고 3 교실 ‘부글

1ti-:EL1’

‘주몽’ 연장방송 여부 이번 주 최종결정 ...

“스토리상 더 이상 못 미뤄”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되찾샤”
썩1; “낡은 가치와 싸우겠다
아저씨 7 ... 난 노무 Ux

“뱀이다” 그게 워지 7 ... 기상송으보 빠르게
확산

곤충 정그라우서1 요?

NO'

‘벙 치료에 도웅’

“cr는 찍어봐야

“MRI도 해옵시다” 뭐

가다르죠?

7。r←
π5

'1"

폐

용

명사로끝냐는유형

평서형으로끝냐는유형

δ。1 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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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표현으로 구성
가호로구성

스트레스 • 피로? 꽉꽉 눌러 없애주마
ι 봐란듯이 예뻐지는 남자달
완소깨

· 싱글족 ...

그듬을 주복하라.

흐뭇한 기부， 아픔다운 거부
삼성전자 조직 개편 그 후

“외국인， 너마서

..

투자 크세 줄었마

담이 태%똥 베어 붙다
부

...

환서

...

태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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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의 표제 표현을 중심으로 매체 언어에 나타난 특

정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표제 표현이 언어 형식에 따라 어떠한 특정을 가지는
지， 어떠한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라한 특정은 한국어 학

습자의 매체 언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의 형식 유형을 문장 미완성 형식과 문장 완성
형식， 담화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장 미완성 형식은 명샤 부싸 조새
어미로 끝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장 완성 형식은 평서형， 명령형， 의
문형， 정유형， 감탄형으로 구분하였다 담화 형식은 인용 후 설명이 이어지는 유
형， 설명 후 인용이 이어지는 유형， 의견과 의견이 대립하는 유형， 질문에 대답
하는 유형，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유형，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유형， 의견

나열 후 질문 제기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삼펴보았다.

둘째， 인터넷 표제 표현의 구성 방법을 어휘 구성 방법과 표현 구성 방법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어휘 구성 방법은 의성어 • 의태어 구성， 동음이의어
구성， 신조어 · 유행어 구성， 어휘 반복 구성 등이 특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현
구성 방법은 생략법으로 구성하는 방법，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방
법， 비유 표현으로 구성하는 방법， 기호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살펴보
았다

[주제어] 매체 언어， 표제 표현， 형식 유형， 구성 방법， 한극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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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An alysis of Internet News Headline Expression

.Jee-Young
The
Korl얹n

purjXlse

Le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met news headline expression

language education. For this

j)lJl1Xlse, this

f，ηr

study examine the ηpes of form

and cOm.p:Jsition methods of intemet news headline expression. The form types of
intemet news headline
sentence
adverb

ηpe

ηpe，

Di scourse

are divided into incomplete sentence

and discourse t:ype. Incomplete sentence
case type, encling type. Sentence

ηpe

0며nion，

뾰.thods

corr뻐slÌlon 뾰.thod

method include

ηpe

ηpe

divided into five tyr,es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of intemet news headline

and

e째ression

onoma따뼈c，

ηpe，

include noun me,

classify into quotation and explanation, explanation

oplillon versus
com.p:Jsition

e째ression

e째ression

comp:>sition method. The

뻐d

quotation,

e때，lanation.

πIC

consist of lexical
lexic에

com.p:Jsition

mimetic worcJ, hormnym, coined word. The expression

cOm.p:Jsition method consist of ellipsis,

inteη:extuality，

figures of

sκffh， syr따)ls.

[Key Words] Media La명uage， Headline Expression, Form Type,
Meth여， Kon얹n

Language Education

Com.p:J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