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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와도 같이 인간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
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사회구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타인과의 교류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이렇게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편리를 자유자재로
향유하면서 채팅을 매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인터넷으로 타인과
*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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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를 진행하자면 우선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선상의
이름을 일명 닉네임(Nickname)1)이라고도 한다. 닉네임은 사용자의 이름
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는 수의성을 띠면서 가상공간에
서만 사용된다. 때문에 닉네임은 인터넷 사용자의 심리변화를 반영하는
언어기호라고 할 수 있다.
현실생활에서의 이름은 사회문화적인 관습, 종교, 민속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닉네임은 가족, 성별, 연령, 특징 등의 제
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취미, 도덕수준, 심리적 특징 등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의성을 띤다.
이름은 부모나 윗세대들의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닉네임은 사용
자의 문화적 수양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
는 부모나 윗세대들이 작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세대들의 인생관, 가치
관 등 사상이념을 반영한다. 그러나 닉네임은 사용자 당시의 심리적 감수
에 따라 명명하기 때문에 시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닉네임도 수시
로 바뀔 수 있다. 때문에 닉네임은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
시에 복잡한 인격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름은 단어의 개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면 닉네임은 단어의 형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김철수”, “박영희”와 같은 이름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개념적인 의미만 나타내지만 “사랑은 눈물타고”, “당신의향기”와 같은 닉
네임은 형상적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의 공간을 제공
해 준다.

1) 본 논문에서는 중국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는다.
www.ybchat.com 이라는 연변 채팅방 사이트에 가면 채팅방이 연령 별로 나뉘어져
있고 네티즌 거의 대부분이 중국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가상공간에서 네티
즌들의 민족 구분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대화내용과 언어 표현을 본다면
한국인이나 한족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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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의 구별이 있지만 닉네임은 성별, 연령
구별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보면 성별을 판단할 수 있고 출생 연대를 대충 짐
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이름은 성별, 연령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중국조선
족의 경우 남자들의 이름에는 범, 용, 산봉우리, 별, 바다 등과 같은 것들
이 자주 나타난다면 여자들의 이름에는 꽃, 무지개, 구슬, 선녀, 난초, 향
기, 아름다움 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김철수”는 남자
를 가리키고 “박영희”는 여자를 가리키지만 “사랑은눈물타고”, “당신의향
기”와 닉네임은 성별과 연령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름은 시대의 발
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중국조선족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
르게 작명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닉네임의 언어특징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대표적인 논문은 ≪社会语言学视角的网名探 析≫(朱蓓
蓓 외, 2009)와 ≪网名的语言学分析与规范化问题≫(高秀 娟, 2008)를 들
수 있다. 첫번째 논문에서는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을 통하여 닉네임에 내
포된 문화적 요소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두번째 논문은 고
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의 닉네임을 조사, 분석하고 닉네임의 규범화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닉네임의 언어적 특징
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www.ybchat.com이라고 하는 연변 채팅방에서 2,
30대 남자와 여자 네티즌들의 닉네임 40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2) 닉네

임의 구조적 특징, 내용적 특징, 수사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변 채팅방의 20대와 30대 방에서 각각 200개의 닉네임을 선정하였다. 무작위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 경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자는 2010년 2월 1
일, 10일, 20일, 3월 1일, 10일, 20일，4월 1일, 10일, 20일 연변 채팅방 온라인 선상에
있는 닉네임을 출현 빈도 순으로 400개를 선정하였다.

138

국어교육연구 제27집

Ⅱ.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
닉네임은 한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로마자, 숫자, 부호 등으로 이루
진 것도 있다. 또한 닉네임은 사용자가 등록을 할 때 이름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단어결합으로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닉네임은 가상공간에서 사용자
를 대표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현실생활의 이름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은 부호조합형식과 구성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닉네임의 부호조합형식은 닉네임의 어종별 구성형식이고 닉네
임의 구성방식은 닉네임의 언어단위별 구성형식이다.
<표 1> 닉네임의 부호조합형식

부호
비율

한글

혼종어3)

숫자

로마자

한자

합계

개수

297

91

4

3

5

400

백분율
(%)

74.2

22.8

1

0.7

1.3

100

<표 1>을 보면 74%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순 한글로 되어 있고 23%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혼종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국조선
족 네티즌들이 중국조선어4)로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3) 여기서 말하는 혼종어는 한글과 숫자의 조합, 한글과 한자의 조합, 한글과 로마자의
조합, 한글과 부호의 조합, 숫자와 로마자의 조합, 로마자와 부호의 조합 등등의 조
합형식을 말한다.
4) 중국조선어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조선어는 한국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문장부호의 사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두음법칙과 사잇소리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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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홍기휘날리며”와 같은 닉네임은 한국의 영화 “태극기는 휘날리며”

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으로서 중국조선어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
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친아이더”, “!!쓰쓰
삐”, “파이난류유쎄”, “싼룬처사기”5)와 같은 닉네임은 언어접촉으로 인한
한어의 영향을 받은 중국조선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낫
뚜아때느매짯다”, “위대한밴새”6)와 같은 닉네임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방언의 언어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혼종어의 구성형식을 보면 “☎사랑♥나눔☎”, “고독男心”, “내사랑love
(청도)”, “솔직한19 70”와 같이 한글과 부호, 한자, 로마자, 숫자 등으로 구

성된 것도 있고 “ŀĿøцёчоц”, “ljz9876”, “518@”와 같이 로마자와 숫자, 숫
자와 부호로 구성된 것들이 있다. 한글이 들어간 혼종어는 그나마 뜻을
짐작할 수 있으나 로마자와 숫자, 숫자와 부호로 구성된 닉네임은 사용자
만이 뜻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은 영어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심리와 변화
를 시도하고 독특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조선어에는 두음법칙과 사잇소리 표기가 적용되
지 않는다.
둘째, 중국조선어는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 삥썅(冰箱)안에 삥치린(冰淇淋)이 있다.(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중국조선어 구두어에는 위 예문과 같이 한어의 어휘를 발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셋째, 중국조선어에는 한국어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많다.
예: 명절이 되면 기차표가 긴장해서 5일전에 예매해야 한다.(해결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어)
요즘 광우병으로 소고기가 긴장해서 값이 2배나 올랐다.(공급이 넉넉하지 않다) (중
국 조선어)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해라.(마음을 조이다)(한국어)
5) “친아이더”는 한어 “亲爱的”, “쓰쓰삐”는 “441”(카드놀음의 일종), “파이난류유쎄”는
“구멍난 旅游鞋”, “싼룬처사기”는 “三轮车司机”를 뜻하는 말이다.
6) “나뚜아때느매짯다”는 ≪나도 어렸을 때는 멋있었다≫의 뜻으로, “밴새”는 “물만두”
의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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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2> 닉네임의 구성방식

언어단위

단어

단어결합

문장

기 타7)

합계

개수

82

203

64

51

400

백분율(%)

20.5

50.8

16

12.7

100

비율

<표 2>를 보면 67%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단어결합의 방식이나 문장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20.5%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단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과 달리 작명에는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중
국조선족이나 한족의 경우 이름은 대부분 3음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닉네
임은 인터넷에서 이름 중복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절, 단어, 단어결합, 문장, 기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닉네임은 가
족, 성별, 연령, 특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취미, 도덕수준, 심
리적 특징 등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의성을 띤다.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보면 20.5%가 단어의 형식으로 이루
어졌는데 대부분은 인명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닉네임도 네티즌을
대표하는 이름인 만큼 전통적인 작명원리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닉네임에
신선하고 생동하고 형상적이며 반항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다른 네티즌들
의 관심을 끌어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다
보면 단어 형식으로는 사용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표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단어결합이나 문장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나무
7) 여기서 기타는 한국어 음절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호, 로마자, 숫자들의 조합형
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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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흐르는봄”, “하늘끝에서내린눈물”, “내웅담사기쳐간곰”, “술파는쥐”,
“흔드는장미”, “적적한마음”과 같은 단어결합이나 “지는노을아름다워”,
“눈같은너녹을가걱정”, “30대아줌마좋아”와 같은 문장형식의 닉네임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나무사이흐르는봄”, “하늘끝 에서내린눈물”, “지는노
음아름다워”, “눈같은너놀을가걱정”과 같은 단어결합이나 문장 형식은 사
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내웅
담사기쳐간곰”, “술파는쥐”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흔드는장미”, “적적한마음”, “30대아줌마좋아”와 같은 단어결
합이나 문장 형식은 선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내심이 그
대로 드러나 있다.

Ⅲ.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
닉네임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아이디이자 네티즌들의 통행증이
며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표식이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너나없이 닉네임의 작명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닉
네임은 개성이 있어야 하는 개성화 원칙과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
에 받아야 하는 현저성 원칙이 있다. 개성은 네티즌 자신의 내적 감수이
기 때문에 닉네임을 통하여 개인의 추구나 취향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네티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가상
공간이란 특수성 때문에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자면 오직 독특하고,
기발하고, 눈의 띄는 닉네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네티즌
들은 개성화 원칙이나 현저성 원칙과 관련 없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 닉네
임을 짓기도 한다.

142

국어교육연구 제27집

상술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에는 아래와 같은 여
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동물과 관련된 닉네임
동물과 관련된 닉네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
는 “천사의탈을쓴토끼님“, “삥치린먹는올챙이”, “♥예쁜여우♥”, “금돼지”,
“예쁜고양이”, “꽃돼지”, “강아지”, “구미호”와 같이 온순하고 예쁘고 간사

한 작은 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꽃뱀잠은호랑이”,
“내웅담사기쳐간곰”, “맘착한 곰아저씨”, “못생긴곰”, “공포킹콩”과 같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며 우둔한 동물들이 쓰이고 있다.

2. 자연과 관련된 닉네임
이 부류 네티즌들은 자연의 산천초목에 관심을 두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몸을 담고 싶어 하는 염원을 반영하기도 한다. “풀냄새좋아”, “초
원”, “하얀이슬”, “눈꽃호호호”, “설련화”, “♥바다”와 같은 닉네임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떠나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을 선호하는 경향
을 엿볼 수가 있다.

3. 지방과 관련된 닉네임
사람이 성장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
해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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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흔히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다. “연변(30대)”, “연길멋
쟁이총각”, “바다의왕자(북경)”, “왕청도박째다”, “심천비둘기”, “흑룡강～
남자”, “발해40대”, “외로운남자청도”, “청도노산”, “도문강”, “훈춘에있는
남자”, “청도30세남”, “백두산의아들”과 같은 닉네임들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재 거처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고 있다.

4. 연예인과 관련된 닉네임
네티즌들은 어떤 사물의 특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이나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예인의 이름이나 영화 제목, 노래 제목으
로 닉네임을 짓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의 이름을 본 딴 경우는 “장동건”,
“원빈”, “비”, “류시원”, “강동원”, “전지현”, “송혜교”, “김하늘”, “송윤아”

등이 있고 영화 제목으로 지은 경우는 “미안하다v사랑한다”, “오성홍기휘
날리며”가 있으며 “부산갈매기”, “아리랑랑랑”, “선녀와나무꾼”과 같은 닉
네임은 노래 제목을 본 따서 지은 실례이다. 여기에서 닉네임 “오성홍기
휘날리며”는 한국영화 “태극기는 휘날리며”에서 유추된 것으로서 충분히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 사랑과 관련된 닉네임
사람들은 닉네임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심
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거나, 사랑의 상처를 받거
나 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보면 사랑 관련 닉네임이
숫자적으로 엄청난 우세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인
간의 영원한 주제인 것과 관련된다. 사랑 관련 닉네임은 아래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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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 “행복하게지낼자기와”, “너무아픈사랑”, “사랑하기때문에”, “내
사랑유자”, “사랑을당신께”, “내사랑love”, “부부믿음장미꽃사랑”, “진정한
사랑찾아요”, “고독 男心”, “내생의마지막연인”, “이쁜이사랑해”, “사랑하
고파요@68”, “사랑해또행복해”, “사랑은바람 타고오네”, “사랑은어려워”
등.

6. 선정적인 표현과 관련된 닉네임
인터넷은 필경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의 정체
성을 밝힐 수 없다.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자신의 심경변화에 따라 마
음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음폐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인터넷에는 욕설, 비속어, 은어가 차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닉네임을 보
면 선정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당신을위한밤”, “함놀아볼까”,
“애인찾을가”, “변강쇠쇠때총각”, “벗으니황홀해”, “흔드는장미”, “★혼자

가싫어★”, “적적한마음”, “까불면꼬신다”, “같이갈까요”, “고독한싱글”,
“아줌마꼬시는시대”, “화끈한밤123”과 같은 닉네임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7. 기타의 닉네임
국제화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숫자, 부호, 로마자 등 비음절문자가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닉네임의 수의
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뜻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닉네임들이 많다.
이런 닉네임에는 “IZC7000”, “phg731230”, “ljz9876”, “807758”, “Skawk”,
“Jf1011”, “518@”, “Dua7774”, “Alghk411”, “Qaz”, “Boy27”, “Haidao-2008”,
“Jek0529”, “81XO”, “90516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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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인생 관련 닉네임, 성별 관련 닉네임, 성구, 속담 관련 닉네
임들이 있는데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 약하기로 한다.

Ⅳ. 닉네임의 수사적 특징
기발하고 개성이 넘치는 닉네임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람들
에게 풍부한 연상과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
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닉네임은 흔히는 수사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닉네임의 수사적 특징으로는 은유, 상징, 역설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1. 닉네임의 은유 표현
은유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물을 기술하는 비유의 일
종이다. 은유는 풍부한 상상력을 요하기 때문에 표현이 기발하고 형상적
이다. 우리 언어의 경우 습관상 곰이나 호랑이는 남자를 가리키고 여우나
꽃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다른 사물을 기술
하는 방법이 바로 은유의 수사학적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 닉네임을 보면 “맘착한곰아저씨”, “못생긴곰”, “꽃뱀잡은호랑 이”,
“내웅담사기쳐간 곰” 등이 있다. “맘착한곰아저씨”는 30대 남자의 닉네임

인데 이 닉네임은 합성어로서 “마음씨 착하다”, “남자”, 그리고 “아저씨”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은유의 수사법으로 마음씨 찬한 30대 남자
의 신분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자 닉네임의 경우에는 “하
늘소녀”, “금돼지”, “♥예쁜여우♥”, “숲속의여우”, “노란장미520”, “구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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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 있다. 구미호는 대개 여성으로 묘사되며, 인간으로 둔갑할 때도 여
성인 경우가 많다. 중국의 구미호는 표독하고 간사한 여성상을 상징하지
만 한국의 구미호는 해를 끼치는 요물은 아니고 대개는 사랑을 나누고 싶
은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은유의 수법으로 여자의 심경을 잘 표현하
고 있다.

2. 닉네임의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이란 단어와 단어 지간 의미-문법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고
문법적 규칙이나 논리에 어긋나게 결합된 언어표현을 말한다. 닉네임은
특성상 규범이 되지 못하고 강한 수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가급적이면 규범에 어긋나고 논리적 관계를 벗어난 언어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고 한다. 이러한 닉네임에는 “술파는쥐”, “바람쓴쥐”,
“술취한쥐”, “내웅담사기쳐간 곰”, “위대한밴새”, “삥치린먹는올챙이”, “천

사의탈을쓴토끼님” 등을 들 수 있다. “술파는쥐, 바람쓴쥐, 술취한쥐” 등
닉네임은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쥐를 의인화하여 표현하
고 있다. “쥐가 술을 판다, 쥐가 바람을 피웠다, 쥐가 술에 취했다”라는 표
현은 엽기적이고 해학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내웅
담사기쳐간곰”도 역시 곰을 의인화하였다는 점도 새롭지만 웅담은 곰 신
체구조의 일부분으로서 “곰이 웅담을 사기쳐갔다”라는 표현은 보기만 해
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위대한밴새”나 “삥치린먹는올챙이”도 역시 그
표현이 역설적이다.
“천사의탈을쓴토끼님”는 “양가죽을 쓴 승냥이”라는 이야기에서 유추된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에서 토끼는 항상 재치 있고 희망이 있으며 착한 마
음의 상징이다. 그런데 “천사의탈을쓴토끼님”이라고 표현하면 결합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모순되면서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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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말
언어는 사회문화의 담지체로서 언어를 통하여 그 민족 사람들의 사유
방식과 문화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닉네임은 언어의 일부분으로서 특정된
사회현상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을 반영하고 있
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닉네임의 언어형식과 표현내용은 더더욱 풍부하
고 다채로울 것이다. 닉네임의 생산은 전통적인 언어표현 방식에 적지 않
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음절 글자를 뛰어넘어 숫자, 로마자, 부호를 아
우르는 닉네임의 조합 방식이나, 단어의 한계를 넘어선 단어결합, 문장형
식으로 된 구성 방식은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어법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
이다. 수많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이나 다양한 수
사법의 사용은 기발하고 생동하며 엽기적인 인터넷 용어를 대표하는 언
어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 어휘체계를 더 한층 풍부히 하고 있다.
닉네임에 대한 연구는 언어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요해에 이로우며 나아가 부동한 문화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
여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이로울 것이다.*8)

* 이 논문은 2011. 5. 2. 투고되었으며, 2011. 5.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6. 5.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1. 6. 7.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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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닉네임의 언어특징에 대하여
강용택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의 보급이 날로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와도 같이 인간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편리를 자유자재로 향유하면서
채팅을 매개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채팅을 하자면 먼저 인터넷에서 이름
을 등록해야 하는데 인터넷 선상의 이름을 일명 닉네임(Nickname)이라고도 한
다. 닉네임은 사용자의 이름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는 수의성을
띠면서 가상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기호일 뿐이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부모나 윗세대들이 작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세대들의 인생관, 가치관 등 사상이념을 반영한다. 그러나 닉네임은 사용자 당
시의 심리적 감수에 따라 명명하기 때문에 시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닉네
임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닉네임은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복잡한 인격 특성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조, 내용, 문체 등 면으로 나누어 닉네임의 언어적 특징
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제어] 닉네임, 중국조선족, 언어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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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Nicknames
Jiang, Rongz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change of the times, the
Internet has become so popular that it has already become indispensable in
people’s everyday life. The Internet is affecting people’s life just like the air
which human beings breathe, so it is difficult to imagine one’s life without
the Internet.
Netizens are free to enjoy various services brought by the Internetand
exchange informations by chatting.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a name on
line first before chatting. Names on line are called Nicknames. Some of the
nicknames truly reflect the user’s real names, but much more of them are
elective and just symbols only used in the cyber space.
Usually one’s name is given by the parents or the elders and reflects the
ideas of philosophy and values of them. But the nickname is chosen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feelings of the user at that time, so i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hange of time and the living condition of the user at any
time.
Nickname not only reflects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the user but also
reflects complex personality traits.
Therefore, this thesis will focus on the structure, content and literary form
to study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nicknames.
[Key words] Nickname, Korean ethnic minority group, linguistic character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