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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한국인 청년들의 대인 퍼포먼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파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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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2012년 9월 3일 출발 9월 25일 귀국 총 23일 

 

주요연구성과 

(1)연구계획 

본 연구는 한국인청년에 의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천되는 ‘애교’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조사는 서울・전주・대구 3 도시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애교행위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하여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를 한 것이다.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애교행위 실천에 네트워크미디어 사용과 온라인공간이 미치는 영향, 

애교의 지역간 차이(예를 들어 사투리의 사용과 그 효과, 정보 제공자들의 애교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인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접촉 실태 등)가 있으며 

온라인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관해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채팅 대화 내용수집 

또한 시도하였다. 

 

(2)연구성과 

한국인대학생 및 대학원생 34 명(전북대학교 11 명, 계명대학교 13 명, 연세/고려 

대학교 10 명)에게 1 대 1 형식 반(半)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여 구술자료를 취득했다. 또 네트워크미디어 사용과 이로써 매개된 

의사소통의 장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에 관한 설문지에 개별로 회신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인터뷰/설문지에 의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온라인 대화에서 애교행위가 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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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채팅/음성 전화가 주된 기능)’의 통신내용을 택스트데이터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뢰했다. 결과로서 여성 인터뷰 대상자 1 명을 제외한 33 명에게서 

각기 1~5명 대상과의 대화내용을 제공 받았다. 온라인 대화내용의 제공에 있어서 ‘동성’ 

‘이성’ ‘연상’ ‘연하’ ‘가족’ ‘친한 친구’ 등 대화상대방과 정보제공자 본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받고 가능한 한 다양한 관계성에 기반을 둔 대화내용제공을 

의뢰하였다. 극히 사적인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채팅 대화내용을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조사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가 제공한 대화내용은 인터뷰 구술자료와 상호참고 및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상 

애교행위 실천에 대한 유익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 연구전망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한국청년들의 애교행위와 

네트워크미디어 이용 및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관하여 2012 년 

12 월 한국조선문화연구회에서 구두발표를 하였다. 여기에서 받은 지적과 조언을 

반영하여 이번 조사와 유사한 주제로 논문을 집필하고자 한다.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로 정의되었던 ‘애교’가 그 의미범위 및 발현형태를 변용하는 양태를 

한국인대학생의 네트워크미디어 사용에 주목하여 자세히 논하고 더불어 애교로 매개된 

언행이 그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