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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3, 259-274.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neologism usage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specially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54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use neologisms very 

often, especially in text communication. The respondents feel intimacy when 

professors use newly coined words for communication. However, the professors’

use of neologisms does not affect interest and satisfaction of the class. Many 

respondents think the use of neologism i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when a professor communicates with a student using neologisms used by the 

student, it does not affect the formation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 and the professor. Many students expressed that if the instructor used the 

new word in an appropriate situation, it would positively affect communication 

with students and class time. This means that the use of neologisms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utterance situation and the utterance context. (Daej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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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하여 신조어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 대화에서까지 신조어를 사용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조

어 사용은 대면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문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일상화되어, 이제 ‘ㅇㅋ(오케이)’, ‘ㅇㄷ(어디)’ 등 모음을 탈

락시키고 자음만을 표기하거나 ‘멘붕(mental 붕괴)’, ‘빼박캔트(빼도 박도 못한다 

can’t)’와 같이 영어와 우리말을 혼용하여 줄인 말, 그리고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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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처럼 우리말을 줄인 말 등은 대표적 매스 미디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조어 사용을 젊은 세대들만이 사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여

길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조어 사용에 관하여는 이 현상을 언어의 진화로 여기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신조어는 언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세대 차이 갈등도 부추길 수 있다(정일권 외, 2014)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학생들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

는 만큼 신조어가 일상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 국

민서포터즈, 2020).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학생의 잘못이나 탓으로 돌려서 잘못된 언어사용을 바로잡고 표준말을 사

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대화 상대에 맞게, 즉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를 더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적극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학생들과 적극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커뮤

니케이션의 효율성 면에서 더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학

생과 교수자가 서로 다른 언어사용으로 인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세대 간 의사소

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 학습의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불일치(홍정기, 2009)로 이어져 교수와 학생이 서로 지식 전달과 

공유에 있어서 원활한 상호작용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대화와 학습에 있어서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초래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신조어 사용이 교수자와 학생 커뮤

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수업에 관한 관심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과 교수자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파

악하고 향후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신조어 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어떠한 이유로 신조어를 사용하는가?

2) 교수자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학생의 인식은 무엇인가?

3) 교수자가 학생과의 대화에서 신조어를 사용할 시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언어적 친근성을 느끼는가?

4)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관한 관심과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은 교수자와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함께 형성해 가는 과정(김정기, 2012)이므로, 교육의 현장인 학교

에서 교수자와 학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기에 교수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조어를 사용

하는 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교수자의 언어사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

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교수자가 어떠한 언어사용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할 것인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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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효율적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사용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유래된 말로 ‘나눔’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 활동으로서 상징을 통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이다(오택섭 외, 2006). 인간은 언어라는 상징을 이용하여 대화

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등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불가결하다. 대화

에서 화자, 즉 메시지 발신인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언어나 비언어적 상징으로 형상화하여 메시지를 만들어 청자, 즉 

메시지 수신인에게 전달한다. 이때, 사용된 상징이 언어일 경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인인 화자와 메시지를 받는 청자

의 의미해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 대화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강현석 외, 

2014). 수신인이 발신인이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를 발신인이 의도했던 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들이 동일한 언어사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상징에 관련된 주관적 경험과 해석이 일치함을 뜻한다(강현석 외, 2014). 

그러나 만약 상징, 즉 언어에 관한 의미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은 불완전해지고, 왜곡되거나 부정확해

진다.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청자가 해석

한 의미가 일치해야 한다(오택섭 외, 2006). 대화에서 화자가 발화한 언어의 의미가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자가 해석한 

의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가 사용한 언어가 상대인 청자에게 낯설게 느껴지거나 그 뜻을 잘못 이

해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오택섭 외, 2006). 또한, 세대 차이

로 인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세대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강현석 외, 2014).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 모두 메시

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단어 선택과 배열에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양승천 외 역, 2002; 

McQuail, 1983). 

신조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곽면선(2019)에서는 Sperber와 Wilson(1995)의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는데, 화자가 대화 과정에서 신조어나 줄임말을 사용하여 발화하였을 때 대화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한 청자의 인지

적 처리 노력이 컸다면, 화자의 발화 적합성은 작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관련성의 처리 노력은 사실을 회복하는 데 

노력이 덜 들면 들수록 그 사실의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이므로 처리노력이 많이 들면 그 발화는 관련성이 적게 되어 화

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2 교수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교육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교육목표 달성에 핵심적 요인이라는 인식하며 교수

자 커뮤니케이션을 수사적(rhetorical), 관계적(relational) 요인으로 구분한다(Mottet et al., 2006). 관계적 요인은 교수자

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 사용의 행위로써, 이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상호적인 행위를 말한다(Mottet 

and Beebe, 2006). 관계적 요인에는 언어적 친근성, 비언어적 친근성, 그리고 반응이 포함된다. 여기서 친근성이란 사람

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접근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회피한다는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친근성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흥미와 개입이 증가한다(Burgoon and Hale, 1988).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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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가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언어적 요인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Gorham, 1988). 이

렇게 교수자가 언어로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언어적 친근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수자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

하거나 유머를 구사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Gorham, 1988).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교수자의 언어적 친근성은 학

습효과(Gorham, 1988)와 학습동기(Christensen and Menzel, 199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윤경에서 재인용, 

2021).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교육내용 전달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달라지므로 교수자 커뮤니케이션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조윤경, 2021). 

교육환경에서 학생과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교수자와 학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직적

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자

는 의도다. 국내 연구에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학생들과 친밀한 언어와 대화, 비언어적 

행위와 유머에 관한 연구로 허영주(2009)의 연구가 있고,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의미 구축을 위한 수업 화법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과 개발에 관한 연구(이창덕, 2003)가 있다. 대학생들의 교수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Goldman과 Goodboy(2014)에서는 대학생들은 교수를 지식 제공과 학습 경험을 강화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경험 또한 강화하는 주체자로 인식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Frymier and Houser, 2000). 학생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교수자의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을 통해 충족되

는데, 교수자 확인은 학생 참여 및 만족도(Goodboy and Myers, 2008), 수업 흥미(조윤경, 2017), 감정적 지지감 및 수업

에 관해 긍정적인 감정(Goldman and Goodboy, 2014)에 영향을 준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교수자와 학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교수자의 언어사용 방식은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 등 소규모 그룹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언어사용의 여러 측면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고 화자는 청자와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

하여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게 된다(양승천 외 역, 2002; McQuail, 1983). 따라서 대화 시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친밀도 등의 요인과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형식이 달라진다.

2.3 신조어 사용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견해

신조어 사용에 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신조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

면, 신조어는 신어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전적 의미는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국어이다. 신조어의 유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신조어에서는 자음만 사용하는 모음 탈락과 줄임말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박선희, 2016). 이러

한 현상은 구어를 컴퓨터 키보드와 휴대폰에 빠르게 입력하면서 언어가 축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빠른 언어 입

력이 맞춤법의 오류와 알 수 없는 외래어의 등장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곽면선, 2019).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는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언어는 생성은 피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언어를 사회적 현상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Crystal(2008)은 문자메시지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

진 언어 현상은 언어가 진화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시대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신조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생성되는 언어에 관한 연구로,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

미 그 공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사회계층 방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임규홍, 2000). 인터넷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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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아니라 재미있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인 언어사용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언어문화로 이

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이정복, 2011). 

반면에, 신조어가 일상에서 사용되어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어지며, 같은 세대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세대 간 대화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관점도 여럿 존재한다. 

Dansieh(2008)는 모바일 텍스트는 철자오류 및 비문법적 문장 작성 등의 위험을 초래하며 이러한 현상은 교실 수업 및 

연구보고서 등 학술적 환경에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정일권 외(2014)에서는 소통의 장애, 세대 간 소통 장애를 낳는 요

인으로 지적된 것이 인터넷 신조어의 등장과 고유어의 소멸이라고 주장했다. 곽면선(2019)에서는 10대에서 60대 이상

까지 세대별 SNS 언어의 사용에 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10대를 제외한 20대에서 60대 이상의 전 연

령대에서는 주로 SNS에서 생성되는 언어가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10대와 20대를 제외하

고는 30대 이상의 연령에서 SNS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다(곽면선, 2019).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 사용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자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D 

도시에 소재한 A대학에서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며, 참여자는 총 154명으로 여학생이 99명(64.3%), 남학생이 

55명(35.7%)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모두 학부생으로 19세 4명(2.6%), 20대가 150명(97.4%)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

생들의 전공은 8개 단과대학에 걸쳐 매우 다양하며 이공계와 문과 계열 등 어느 특정 전공에 참여자가 편중되어 있지 않

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

3.2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서재원 외(2020), 이주미와 이연정(2022), Barker(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보완 및 수정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학부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후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5점 척도 문항, 단독 

및 복수응답이 가능한 선호도 문항, 그리고 주관식 의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은 기초정보조사, 

대학생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 및 인식,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교수자 신조어 사

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와 언어적 친근성이 수업에 관한 관심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새로 생성된 말에 관한 연구에서 신조어와 줄임말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 

신조어는 줄임말을 포함한 말을 의미한다고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의 대화에서 신조어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대화를 예시로 제시하였다.1)

1) 대화 예시: “학생: 이 문법은 그러니까 케바케라는 거네요?, 교수: 그렇지. 케바케이지. 그리고 이건 빼박이야.”, “교수: 이런 일은 정말 킹

받는 일이네요.”, “교수: 시험 잘 보세용~ 열심히 하셍~”, “교수: 즐점하시고, 낼까지 과제 제출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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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제작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

한 설문조사 문항은 Cronbach a는 .850이며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단일 파일로 코딩하였으며 결과값은 

SPSS Statistics 28.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학적 분석과 영역별 설문 문항 항목의 결과를 통계 처리 및 교차분석하였다. 

주관식 의견은 의견을 목록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를 서술형으로 보고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한국인 대학생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인식

이번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은 모두 학부생으로 총 154명이다. 먼저, 신조어를 사용하는 빈도에 관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신조어 사용 빈도 

항상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남학생 빈도 (%) 4 (7.3%) 25 (45.5%) 20 (36.4%) 6 (10.9%) 0 (0%) 55

여학생 빈도 (%) 11 (11.1%) 42 (42.4%) 34 (34.3%) 11 (11.1%) 1 (1.0%) 99

전체 15 (9.7%) 67 (43.5%) 54 (35.1%) 17 (11%) 1 (0.6%) 154 (100%)

분석 결과, ‘항상 사용한다’ 9.7%, ‘자주 사용한다’ 43.5%로 두 문항의 합이 절반을 넘고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는 0.6%인 것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신조어 사용 빈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

에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자주 사용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항상 사용한다’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보다 높게 나

타났다.

표 2.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신조어 사용 빈도

대면(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문자, SNS 등)
어느 때도 사용하지 않음 전체

남학생 명수 (%) 10 (18.2%) 43 (78.2%) 2 (3.6%) 55

여학생 명수 (%) 18 (18.2%) 80 (80.8%) 1 (1.0%) 99

전체 28 (18.2%) 123 (79.9%) 3 (1.9%) 154 (100%)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신조어 사용 빈도는 <표 2>에서처럼, 문자와 SNS와 같은 비대면 텍스트 커뮤케이션이 압

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80.8%가 신조어를 비대면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조어를 ‘어느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체적으로 1.9%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학생들은 대부

분이 신조어를 사용하며 사용 빈도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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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1>의 결과에서처럼, ‘편리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조어의 

경우 줄임말이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은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 즉, 문자와 같은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 빠

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면을 신조어 사용의 주된 이유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림 1. 신조어 사용 이유(%)

줄임말이 많은 신조어가 비격식적 어휘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언어습관은 신조어 중심의 

비격식적 어휘가 주를 이룬다(이주미 ‧ 이연정, 2022).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41.6% 응답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으며, ‘재미있어서’가 35.1%

로 뒤를 이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은 동질성이 강조되는 20대의 그룹임을 고려할 때 친구와의 소통에서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말이 서로의 소통에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이주

미와 이연정(2022)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와 같은 몇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기에 결

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도 이주미와 이연정(2022)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특

히, ‘특별한 이유는 없음’이 본 연구에서는 33.1%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반면에 이주미와 이연정(2022)에서는 

8.8%로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이 설문 문항의 선택지가 9가지로 매우 많은 편임에도 ‘특별한 이

유가 없음’의 항목 선택이 많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관한 설문에서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핸드폰으로 친구에서 문자메시지를 보

낼 때’가 52%(8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항목을 조사한 이주미와 이연정(2022)에서의 25.5%와 비

교하면 매우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29.9%(46명)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주미와 이연정(2022)의 결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비대면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조어를 더 사용한다는 응답 결과(<표 2>)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구체적 상황의 결과(<그림 2>)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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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조어 사용의 구체적 상황(%)

다음은 신조어 사용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통이다’ 응답이 57.8%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약간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의 의견은 각각 25.3%, 5.8%로 나타나 언어생활에서 신조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

타난 것으로 보면, 학생들은 언어생활에서 신조어 사용에 관하여 긍정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었기에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언어생활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신조어 사용에 관한 학생의 인식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이다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남학생 빈도 (%) 1 (1.8%) 6 (10.9%) 28 (50.9%) 15 (27.3%) 5 (9.1%) 55

여학생 빈도 (%) 0 (0.0%) 10 (10.1%) 61 (61.6%) 24 (24.2%) 4 (4.0%) 99

전체 1 (0.6%) 16 (10.4%) 89 (57.8%) 39 (25.3%) 9 (5.8%) 100.0

4.2 교수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학생의 인식

먼저,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할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해당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

한 문항으로 총 7개의 선택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에서처럼,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묻

는 설문에서는 ‘유머러스해 보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이상함(이질감)을 느꼈다’와 ‘교수님답지 않

았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편안함을 느꼈다’는 8.2%, ‘나(우리)를 이해한다고 느꼈다’는 6.2%로 나타났다. ‘유머

러스해 보였다’는 점은 익살스러우면서 재미가 있다라는 것임으로 권위적이거나 심각하다는 교수에 대한 인식이 신조

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님답지 않았다’와 ‘이상함을 느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두 문항의 총합이 31.2%이지만, 긍정적 인식인 1, 2, 3번의 총합이 41.2%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인 인식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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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수자 신조어 사용에 대한 학생의 인식(%)

다음은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에게 학생이 친근감을 느끼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표 4>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비율이 4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응답 결과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총 31%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에게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응답에

서는 49.1%가 ‘보통이다’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결과에서도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교수자의 신

조어 사용이 학생이 교수에게 느끼는 친근감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에게 학생이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빈도 (%) 6 (10.9%) 9 (16.4%) 27 (49.1%) 9 (16.4%) 4 (7.3%) 55

여 빈도 (%) 10 (10.1%) 20 (20.2%) 38 (38.4%) 29 (29.3%) 2 (2.0%) 99

전체 16 (10.4%) 29 (18.8%) 65 (42.2%) 38 (24.7%) 6 (3.9%) 155 (100%)

다음은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이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5. 빈도에 따른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신조어 

사용 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0 0 1 0 0 1

전체 중 % 0.0% 0.0% 0.6% 0.0% 0.0% 0.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5 5 5 2 0 17

전체 중 % 3.2% 3.2% 3.2% 1.3% 0.0% 11.0%

가끔 사용한다
빈도 5 9 26 12 2 54

전체 중 % 3.2% 5.8% 16.9% 7.8% 1.3% 35.1%

자주 사용한다
빈도 5 13 28 17 4 67

전체 중 % 3.2% 8.4% 18.2% 11.0% 2.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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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신조어 

사용 빈도
항상 사용한다

빈도 1 2 5 7 0 15

전체 중 % 0.6% 1.3% 3.2% 4.5% 0.0% 9.7%

전체
빈도 16 29 65 38 6 154

전체 중 % 10.4% 18.8% 42.2% 24.7% 3.9% 100.0%

<표 5>에서 신조어 사용을 ‘항상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할 시 친근감을 느끼는 가에

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신조어를 항상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할 때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이 신조어 사용 시 교수자의 사용에 대하여도 더 우호적

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수자가 학생과 대화할 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게 의사소통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지에 관한 분석으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교수자와 학생의 대화에서 신조어 사용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빈도 (%) 5 (9.1%) 18 (32.7%) 21 (38.2%) 9 (16.4%) 2 (3.6%) 55

여 빈도 (%) 12 (12.1%) 39 (39.4%) 25 (25.3%) 22 (22.2%) 1 (1%) 99

전체 17 (11%) 57 (37%) 46 (29.9%) 31 (20.1%) 3 (1.9%) 154 (100%)

연구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체

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 순으로는 ‘보통이다’이며, ‘그렇다’는 20.1%, ‘매우 그렇

다’는 1.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응답에서 ‘그렇지 않다’가 39.4%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도 12.1%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경우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의견이 남학생들의 응답에 비하여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응답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

는데 이는 남학생들은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질문에 큰 평가요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7. 빈도에 따른 교수자 신조어 사용 시 의사소통 긍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신조어

사용

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0 0 1 0 0 1

전체 중 % 0.0% 0.0% 0.6% 0.0% 0.0% 0.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5 6 3 3 0 17

전체 중 % 3.2% 3.9% 1.9% 1.9% 0.0% 11.0%

가끔 사용한다
빈도 6 17 22 8 1 54

전체 중 % 3.9% 11.0% 14.3% 5.2% 0.6% 35.1%

자주 사용한다
빈도 4 29 18 14 2 67

전체 중 % 2.6% 18.8% 11.7% 9.1% 1.3% 43.5%

항상 사용한다
빈도 2 5 2 6 0 15

전체 중 % 1.3% 3.2% 1.3% 3.9% 0.0% 9.7%

전체
빈도 17 57 46 31 3 154

전체 중 % 11.0% 37.0% 29.9% 20.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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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사용 빈도에 따른 교수자와의 의사소통에 긍정도는 ‘항상 사용한다’로 응답한 학생 중에는 의사소통에 긍정적

인 영향에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사용한다’로 응답한 학생들에게서는 ‘그렇

다’가 ‘항상 사용한다’로 응답한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신조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학

생들은 교수자가 신조어 사용 시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에

서는 학생들은 교수자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학생과 소통하여도 이러한 요인이 의사소통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를 교수자가 사용하며 대화를 한다면, 그 교수님의 수업에 관한 관심이 더 있을

지를 응답한 결과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를 교수자가 사용하며 대화를 한다면 수업

에 관한 관심이 더 생길 것인가의 설문에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7.3%, ‘그렇다’는 

21.4%로 나타났다. 

표 8. 빈도에 따른 교수자 신조어 사용 시 수업관심도에 대한 교차분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신조어

사용

빈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0 1 0 0 0 1

전체 중 % 0.0% 0.6% 0.0% 0.0% 0.0% 0.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6 5 4 2 0 17

전체 중 % 3.9% 3.2% 2.6% 1.3% 0.0% 11.0%

가끔 사용한다
빈도 13 11 21 9 0 54

전체 중 % 8.4% 7.1% 13.6% 5.8% 0.0% 35.1%

자주 사용한다
빈도 11 18 21 16 1 67

전체 중 % 7.1% 11.7% 13.6% 10.4% 0.6% 43.5%

항상 사용한다
빈도 2 7 0 6 0 15

전체 중 % 1.3% 4.5% 0.0% 3.9% 0.0% 9.7%

전체
빈도 32 42 46 33 1 154

전체 중 % 20.8% 27.3% 29.9% 21.4% 0.6% 100.0%

연구결과에서 신조어 사용 빈도가 높은 학생이라 하여도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의 수업에 관한 관심도에는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에 대하여 

언어적 친근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수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한다’와 같이 신조어 사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관심도에 ‘그렇다’는 의견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를 교수님이 학생과의 대화와 수업에서 사용한다면, 그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 9>에서처럼, 응답자의 35.1%가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과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

인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결과가 전체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교수자가 사용하는 언

어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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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학생 빈도 (%) 13 (23.6%) 8 (14.5%) 24 (43.6%) 9 (16.4%) 1 (1.8%) 55

여학생 빈도 (%) 22 (22.2%) 36 (36.4%)  30 (30.3%) 11 (11.1%) 0 (0.0%) 99

전체 35 (22.7%) 44 (28.6%) 54 (35.1%) 20 (13.0%) 1 (0.6%) 154 (100%)

이처럼,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점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엄격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조어는 자기 또래에서 사

용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른 교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오히

려 이질감으로 느낀다는 것은 교수자가 사용하는 또는 교수가 사용하는 말에 대한 기대가 이미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깨지면 그것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과 교수자의 대화 시 신조어 사용에 대한 주관식 응답 분석 결과이다. 총 154명의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49명이 의견을 남겼다. 응답 학생들의 의견에는 교수자와 학생의 대화에서 신조어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만을 표현은 건

수는 이 중에서 총 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긍정적인 의견만을 나타난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부정적인 의견과 긍

정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한 건수는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난 부정적 의견 일부를 제시한다.

(1) a. 신조어 사용이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편리한 유머러스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과 교수님 / 어른과 어

린이 사이에 활용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이해하는 측면과 방면이 다르

기 때문입니다.

b.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는 간결함과 여러 재미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님과

의 대화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나이 때의 공감대 형성은 가능하지만 쓸 때 안 쓸 때가 있

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과의 대화에 신조어가 사용된다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ㅠㅠ

c. 교수님이 사용하시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거리감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d.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조어 사용이 수업에 일시적인 재미를 줄 수는 있으나, 신조어 사용만으로 친밀함이나 의

사소통에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e.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의 신조어 사용은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신조어를 사용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기 

때문에 교수님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조어를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f. 학생과 교수님과의 대화에 신조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강의 및 대화에 이질감이 생기고 교수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조어는 (1a)와 (1b)의 의견과 같이 신조어는 비슷한 나이

대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다른 세대에서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교수자의 신조

어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기대하는 언어사용 방식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The Effects of the Use of Neologisms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27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수 있다. 즉 교수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여도 신조어는 비격식적인 언어라고 여기기에 지식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

자가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수자와 학생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적 의견이다.

(2) a.크게 신경 쓸 거 같진 않지만, 교수님이 신조어를 사용하신다면 친근하게 느껴질 거 같아요

b.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신조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곳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용하는 방

식대로 하고, 학생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수업 초반, 수업 막바지 때는 적절한 신조어를 쓴다면 편안하고 부드

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뉴 수업방식이 될 거 같습니다.

c.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적절히 신조어를 사용한다면 분위기 전환에 있어 효과적

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d. 학생이 먼저 사용하면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적당히 사용하시는 건 친근감도 느껴지고 좋

을 것 같아요! 

e.너무 변형된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친근감)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면 친근감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과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수

업 분위기 전환과 원활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2b)와 (2c)와 같은 의견이 있다. 교수자의 신조

어 사용을 수업 전환이나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용하면 좋겠다는 학생의 의견은 참신하고 흥미로운 의견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동시에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한다.

(3) a. 신조어 사용은 인간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다. 성격, 가치관 등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지 본질 자체인 중요한 심성은 신조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신조어에 대한 정

보를 많이 알고 있으며 어린 세대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는 느껴질 수 있다. 적절한 상황에

서 쓰이면 재밌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b. 그래도 학생들은 교수님을 높은 존재로 생각해서 계속 신조어를 하시는 것보단 영어 원어민 교수님이 가끔 환기

하려고 한국어를 툭툭 해주시는 식으로 하면 반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c. 신조어(또는 줄임말)는 어린 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면 우리 문화

를 교수님들과도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 친근하게 느낍니다. 이렇듯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효율적일 수 있

지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격식과 예의를 차림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학생은 

수직관계이므로, 신조어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 신조어 사용 시 학생과 교수님 사이 친근감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신조어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이나 여러 연령이 들을 경우 알아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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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학생과 교수님이 대화할 때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 있을 수도 있고 대화 내용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

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무게감이 가벼워질 것 같다는 점이 걱정도 된다.

f.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언어습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도록 교수님이 적당한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유머러스하게) 신조어를 사용하시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과다한 신조어를 사용하시는 교수님을 보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g. 서로 알고 있다면 친밀감을 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화에 참여가 어려움. 학생과 교

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신조어 사용은 과도하지 않고 적당한 선이면 괜찮을 것 같음.

 

(3a)와 (3f)에서처럼, “적절한 상황”, “적당한 선”에서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근감”과 “친밀감”이라는 

표현은 (3)의 거의 모든 의견에서 등장하고 있다. (3c)에서 “신조어(또는 줄임말)는 어린 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표현으로 보아 학생들은 신조어를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현석 

외(2014)에서는 청소년들이 은어, 비속어, 줄임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성세대와 

분리하여 재미있고 톡톡 튀는 청소년들의 말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 간에 위로받고 친밀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이라

고 하였다. 즉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학생은 신조어를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교수자의 신조어 사용은 적당한 또는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에 좋을 것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인식은 신

조어를 발화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본다고 여기는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교

수자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수업관심도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대학생들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고 특히,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조어를 더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이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가 그 뒤를 이

은 것을 보면,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위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조어 사용에 대한 대학

생들의 인식은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언어생활에서 신조어 사용에 관하여 긍정이나 부정적

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었기에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언어생활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

자 신조어 사용에 관한 학생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유머러스

해 보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이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주관식 의견과 함께 종합해 보면, 학생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신조어를 사용하

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신조어를 

어색한 수업 분위기 전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유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대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화 참여자인 상대 교수에게 학생이 기대하는 언어 형식이 따로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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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수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언어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아무리 현시대에서 극단적인 줄임말로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이를 많이 사

용한다 하여도 그들은 교수자에게 바라는 언어 형식과 스타일이 별도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교수와의 커

뮤니케이션에서 사회적 요인을 우선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일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상대에 따른, 즉 관계와 발화맥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가 학생과

의 소통에서 학생의 언어사용에 맞추어서 즉,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으

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언어사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교수자와 학생의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여 본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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