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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조어 조사용 프로그램은 웹에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언론 기사를 수집하는 웹 에이전트를 개발하여 텍스
트를 추출하고, 간단한 어휘 분석을 통하여 국어사전에 등록된 표제어와 이미 연구자가 발견한 기존의 신
조어를 제외하고, 현대의 사회상을 잘 표현하는 새로 생성된 신조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도구이다. 인
터넷의 언론 사이트에서 규칙적인 URL 패턴을 발견하고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 HTML 소스 분석을 통하
여 언론 기사만을 추출하여 국어 전공자가 신어를 찾아내는 작업을 도와주는 조사 도구를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주제어: 신어, 신조어, (국어사전) 미등재어, 조사 도구, 웹 에이전트, 지식 추출, 자연언어처리, 정보검색

1. 서 론

신어는 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새롭게 표 하기 

해 생긴 말, 개념이나 사물은 존재하는데 명칭이 없는 

경우에 어휘 체계의 빈자리를 채우기 해서 생긴 말,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표 하던 말들

의 표 력이 감소 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기 한  욕구에 의해서 생긴 

말,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생긴 말을 통틀어 이른

다[8]. 신어의 정의에 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다음의 

<표 1>과 같이 신어의 일반 인 개념을 나타내는 의

의 신어와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의의 신어로 나

어 볼 수 있다. 의의 신어가 학계에서 일반 으로 통

용되는 신어의 정의이며, 의의 신어는 신어를 조사하

는 사업을 하기 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참고 문헌 [9]의 이래호(2009)는 신어와 미등재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학자에 따라 모든 미등재

어(사 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말)를 신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 새로운 개념을 표 하거나, 순화어만을 신어로 보

는 견해도 있다. 미등재어의 개념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신어의 개념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래호

(2009)는 기존에 개념이 있고, 그것을 표 한 말이 있지

만 사 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말은 미등재어, 기존에 개

념이나 사물이 없다가, 개념/사물이 만들어 진 후에, 그

것을 표 하기 해 만들어진 말이나 순화어는 신어로 

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래호

(2009)의 생각에 기 하여 신어를 별하고자 한다.

신어의 정의

의의

신어

새로운 개념을 표 하거나, 새로운 표 을 하

기 해서 만들어진 말로서 사 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이때는 신어와 미등재어가 구분

하지 않고, 미등재어가 곧 신어이고, 신어가 

곧 미등재어이다.

의의

신어

신어는 특정한 해(최근)에 만들어진 말로서, 
사 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이와 반면에 미

등재어는 특정한 해 이 에 만들어진 말로서, 
사 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표 1> 광의와 협의의 신어에 대한 정의

   언어는 사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드러내 

보여 다.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 오늘날처럼 신어가 기

하 수 으로 늘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신어가 그 로 

굳어 오랫동안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말들은 일시

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오래 

살아남아 사 에 실리기도 한다. 이에 신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그 신어가 사용되는 문 인 역, 사용된 

용례, 신어의 유형, 사용 양상, 시간 인 변화(신어의 생

명 주기(생성/성장(사용)/소멸)) 등이 체계 으로 정리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에 따라 1994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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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0년~2007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그 해

에 사용된 신어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어를 조사하고자 하는 기 에서 보다 효율 으로 신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어 조사 과정과 황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8년도 신어의 조사 상 

자료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신어의 조사 방법을 살펴

본다. 신어의 형성법은 신어의 결합성분을 심으로 어

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하며, 어떤 

유형이 생산성이 높은지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신

어 조사의 상 자료를 철 히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 웹 에이 트를 통해 언론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의 언론사별 뉴스 

사이트와 방송사의 웹 사이트에서 URL 패턴을 확인하여 

원하는 년/월/일자 별로 기사를 수집하고, 신어 작업자의 

컴퓨터에 체계 으로 장한다. URL과 HTML 소스 분

석을 통하여 정규화 되지 못한 HTML 소스에서 특정 정

보(기사 제목, 게시 날짜, 기사 내용 등)를 수집한다. 동

시에 원하는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여 폴더에 장하는 

기능을 한다. 어휘 분석과 확장형 비교(국어사 의 표제

어는 신어 상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하고, 기존에 조사

된 신어를 복 조사되지 않도록 이를 제거 작업 이 두 

가지 비교/삭제 과정을 정의)를 한다. 기사를 구성하는 

문장을 배열로 장하여 불필요한 어미와 조사를 제거한

다. 기존 신어와 이미 등록된 국어사 의 표제어를 제거

하고 새롭게 생성된 단어로 추정된 후보 단어를 추출한

다.

2. 상 자료

본 논문에서 조사하는 신어와 그 신어가 사용된 인용 문

장은 21개의 주요 신문사(스포츠 한국, 스포츠 투데이, 
경향신문, 내일신문, 뉴시스,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

보, 쿠키 뉴스, 한국일보, YTN, 국민일보, 노컷 뉴스, 동

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앙일보, 한겨례, 일간 스

포츠,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등)와 3개의 방송사

(KBS 9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등), 
2개의 인터넷 언론사( 시안과 오마이 뉴스)에 나타난 

기사를 상으로 하 다. 이 기사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

트인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언론사별 뉴스의 

웹 페이지에서 수집하 다. 이 사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언론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를 직  방문하여 수

집하 다.

3. 조사 방법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를 해 선정한 상 자료에서 신어를 조

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설명한다.

3.1 연구 조사 방법

연구 조사의 방법론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 어 보았다. 
① 조사 상이 되는 언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

으로 장하여 말뭉치화 하고, ② 각 신어의 용례별 탐

색기를 개발하여 표제어를 추출하고 그 사용 용례를 자

동으로 작성한다. ③ 기존에 조사된 신어(23,220개[2], 
이하 ‘기존 신어’라 통칭)와 사 에 이미 등재된 표제어

(참고문헌 [2]의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 국어 사

의 표제어 356,982개, 이하 ‘사  표제어’라 통칭)를 비

교하여 추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1차(컴퓨터에 의

한 추출)/2차(국어 공자의 선별작업에 의한 추출)/3차
(국어 문가의 최종 단에 의한 추출 작업) 신어 후보

의 목록을 각각 작성한다. ④ 국어 지식이 충분한 고  

문가가 신어의 확정 작업을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

하고, ⑤ 최종 으로 결정된 신어의 원어 정보와 뜻풀이 

등을 기술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언론 기사

에서 사용되는 한 용례를 탐색하여 최 의 출  시

기와 계속 인 사용 유무를 추 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연구 조사의 방법은 이상과 같다.

  일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스포츠, 연 , 
국제, 정보 통신 등 7개 부문의 기사와 뉴스 방송 본

을 모아 말뭉치를 구성한다. 말뭉치의 구성은 일간지  

방송사 홈페이지의 기사  뉴스 원문을 매일 스캐닝/트
래핑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게 말뭉치

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용례를 탐색하는 탐색기를 이용

하여 표제어를 추출한다. 추출된 표제어는 사  표제어

와 기존 신어 목록을 비교하여,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신어 후보어로 추출한다. 신어 후보 추출에는 표제

어 비교 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하 다.

  이와 같이 추출된 후보를 바탕으로 올해 만들어진 신

어를 확정한다. 이때 신어와 유행어를 구분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신어는 그 사회에서 치할 말이 없거나, 어떠

한 개념을 표 해야 할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이 만들

어진 새로운 표 의 어휘로 단한다. 한편, 유행어란 정

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만

들어진 말이 사람들의 화 등에서 한시기에 한시 으로 

리 흔하게 쓰이는 것으로 단한다.

  신어 후보를 선정할 때 우선 으로는 단어가 표제어 

후보가 될 것이지만,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다고 단

되는 구(phrase)도 표제어로 선정하 다. 특히 문(용)
어는 구로 된 표제어가 많았다. 표제어가 선정되면, 신어

의 원어 정보와 의미 등을 기술하고, 한 용례를 제

시한다. 신어에 해 기술한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부록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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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료 기술 정보 구분자

1 표제어 #NW

2 형태소 분석 #COMP

3 품사 정보 #POS

4 사용 역, 문 분야 #F

5 의미의 기술 #SEM

6 용례 #ILL

7 출 #ORG

8 보도 연/월/일 #DATE

9 참고  기타 특이 사항 #REF

<표 2> 신어 정보의 기술

3.2 신어 정보의 기술 내용

발견된 신어의 원어 정보는 의 <표 2>와 같이 표제

어, 형태소 분석, 품사 정보, 사용 역, 뜻풀이 등을 기

술한다. 신어가 한자어나 외래어인 경우에는 모두 원어

를 밝  을 원칙으로 하 다. 한 원어가 어느 언어

인지도 함께 밝  다. 품사 정보, 문 역, 뜻풀이의 

기본 원칙은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 국어 사 의 편찬

지침에 따랐다. 용례는 가능한 한 그 의미를 정확히 보

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여 추후에도 연구자가 용례를 통해 

표제어의 다양한 쓰임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 다. 용

례나 인용문은 어문 규범에 어 나는 부분을 손질하여 

제시하고, 해당 신어가 조사 연도의 이  시기에도 발견

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용문을 제시한다. 용례 다음에는 반드

시 출 을 표기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련 어휘

와 참고 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뜻풀이 다음에 표제어의 

구분, 기타 특이 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그림 1)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4. 신어 조사기의 설계

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그램은 크게 다

섯 가지의 기능을 하는 모듈로 구성되며, 각 기능에 해

당하는 개별 폼(form)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1) 기사의 URL을 얻기 한 기능

(Collection for URL)과 (2) 얻어진 기사의 URL을 가져

오는 기능, (3) 기사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삭제하는 

필터링(Filtering), (4) HTML 태그의 분리 기능

(Separation), (5) 수집된 기사 본문을 여러 종류의 

일로 변환하는 기능(File Converting) 등이다. 국어 공

자의 신어 조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어 후보어를 추출한다. 첫째는 어휘 분

석 방법(Word Analysis)이며, 둘째는 형태소 분석

(Morpholog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들

을 이용하여 신어를 단계별(1차/2차/3차)로 신어 후보 

추출 과정을 거치고 문가가 최종 으로 국어사 에 등

재될 신어를 국어 심의 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URL의 자동 수집 방법

  인터넷에 올라오는 언론사의 뉴스는 각 언론사별로 특

정한(통일되지 않은) URL 형식이 존재한다. 언론 기사

를 수집하기 해서는 각 사이트의 특징을 악하여야 

한다. 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해당하는 

기사를 수집하려 한다면 앞의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 

의 URL 인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sid = 번호”: 번호는 특정한 분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00은 정치, 101은 경제 등 이와 같이 번호별로 
구분된다.
2. “oid = 번호”: 언론사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
어, 숫자 023은 조선일보를, 024는 매경 이코노미를 나
타낸다. 각 언론사별로 특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3. “date = 날짜”는 웹 기사의 게시 날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년/월/일이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프로그램이서 자동 생성하므로 그대로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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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TML 소스에서 각 필드의 분리 작업 도구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가져

올 때에는 한 사이트를 나타내는 HTML 소스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HTML 소스를 보면 항상 기사에 포함되어

야 되는 기사의 제목, 본문, 날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언론사별로 고유한 형태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게 언론사들을 조사하여 특정한 분류 지식

(classification knowledge)을 (그림 3)과 같이 정리해 

놓으면 컴퓨터 로그램이 소스 분석을 통하여 제목, 본

문, 날짜 등을 분리하여 장한다.

 

(그림 4) 단어 분석과 지식베이스 비교 후의 후보 

단어의 추출 

  일반 으로 어휘 분석은 형태소 분석 방법이 많이 사

용되는데, 자연언어처리의 분석 과정 입장에서 형태소 

분석 처리를 수행하면 한국어의 의미 단 (가장 작은 단

)인 형태소로 분리된다. 이 분석 작업은 한국어 어휘

의 분석 작업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져 자칫 신어 후보

어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어의 

형성을 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어 을 토큰화 하여 체언과 용언만을 구분해 내

고, 조사와 어미만을 분리하는 단어 분석 방법(Word 
Analysis)을 이용하 다. 단어 분석 방법은 어미/조사 목

록(6,725/5,442)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긴 순서 로 정렬

(최장일치법)하여 기사에서 나온 단어를 음소별로 매칭

한 후, 국어사 의 표제어 목록과 기존 신어 목록에서 

차집합(差集合)을 계산하여 작업자가 선택한 단어가 표

제어 목록과 기존 신어 목록에 없을 때 작업 화면에 출

력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작업 화면에 출력된 문자열

을 보고 신어 후보어의 추출 여부를 작업자가 별하도

록 하 다. 의 (그림 4)에 간단한 단어 분석의 처리과

정을 제시하 다.

(그림 5) URL 수집기의 

  본 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언론 기사에 한 특정한 

URL의 자동 수집 과정부터 시작한다. 주소 수집 패 에

서 수집 정보(수집을 요하는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과
거로), 언론사 사이트 등)를 입력하면 기사의 URL만 수

집되며, 수집 URL 목록은 목록 화면(리스트 뷰)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목록은 일 형태로 장된다. 
URL 입력 창에 기사 URL을 입력하면 링크들이 제목/본
문의 내용/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되어 텍스트 박스

에 출력된다. 이 패 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한 목

으로 제작하 으며, 아울러 개발된 모듈을 테스

(testing) 할 목 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일 변환 과정을 시작하면 각 단계별 변환 작업(일곱 

가지의 형태)이 시작된다. 다음은 단계별 변환 작업  

주요 처리에 한 설명이다. 문장 분리 작업

(/sentenced)이 일어나고, 구 형태의 단어 처리

(/phrasal-recognized), 어 별 분리 일(/segmented)
을 수행한다. 그리고 신어의 후보어로 합한 단어를 추

출한 단어 목록을 일 형태로 만들어 신어 후보 목록에 

보여 다.

(그림 6) HTML 소스의 분리 과정

  신어 후보 목록을 보여주는 패 은 추출 작업을 원하

는 특정 날짜에 한 신어 후보 목록을 보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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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 후보의 목록 출력” 옵션이 있다. 이 신어 후보 목

록을 계산하여 출력하면 작업자가 신어 후보의 선택 시, 
기사 원문과의 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 

빈도가 두 번 이상인 단어는 두 번째 단어부터는 다른 

항목에도 동시에 보여줘 작업자의 후속작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리하는 기능도 추가하 으며 모두 자동 처리 

된다. 덧붙여 말하면, 매번 신어 추출 작업 시 마다 확인 

과정이 필요 없는 단어(이를 ‘배제 정보’라 칭함)들을 추

후에 계속되는 다음 작업자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작업자가 재검토하여야 할 작업량을 차 여갈 

수 있도록 하여 작업의 능률과 효율을 향상시켰다.

(그림 7) 신어 후보의 추출 과정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언론 자료에 나타나는 신어  미등재어

를 조사/정리하여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로그램

을 개발하 다. 언론 자료를 통해 수집된 신어  미등

재어에 해 원어, 문 역, 뜻풀이, 용례 등을 기술하

는 작업자에게 편리하도록 설계하 으며, 체 신어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단일어, 생어, 합성어 등으로 

나 어 연구하고, 그 내  구성 방식의 연구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어 조사 도구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 기사 용 수집 웹 로 의 개발, 
신어 후보어 자동 추출 로그램의 개발, 신어 정리  

통합 리 로그램의 개발 등 세 가지 기능을 갖도록 

구 하 다.

   본 로그램은 MS-Windows XP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도구를 이용하여 C# 언어로 개발

[3, 4]하 다. 이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언론 기사 수집 

로못을 통한 조사 상 언론 자료의 말뭉치화가 가능하

고, 신어 후보어 추출 로그램을 통한 신어 후보 목록 

추출, 신어  미등재어 목록의 최종 확정 작업, 신어 정

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어의 원어 정보, 의미 등의 

기술, 한 용례 제시, 신어 유형  특징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재까지 472개의 신어와 

2,022개의 미등재어를 조사하 다.

   본 조사 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

과 같다. 먼 , 이번 조사 도구로 수집한 용량의 상 

자료는 우리말 어휘의 생성과 련한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를 해 한국어 정보학을 공한 문가

들과 업이 필요하다. 둘째, 국어사 의 편찬과 보완 작

업 시 표제어 선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신어 사  편찬 과의 꾸 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8]. 셋째, 국어 어문 정책의 기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말의 변천을 살

피는 데 요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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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결과물의 

#NW 가상^신혼-부부(假像新婚夫婦)

#COMP 한^한+한

#POS

#F 사회

#SEM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가상의 결혼 생활의 모습

을 보여주는 남녀.

#ILL 설 특집 코  이후에 처음 방송된 이날 방송에는 

김원희, 이 재가 MC로 나선 가운데 앤디-솔비, 크

라운J-서인 , 알 스-신애, 정형돈-사오리 커 이 

가상 신혼부부로 등장해 호흡을 맞췄다.

#ORG 한국경제, 2008. 03. 17.

#DATE 2008년-03월 신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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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감성- (感性keting ← 感性marketing)

#COMP 한+

#POS 명사

#F 

#SEM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  활동.

#ILL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마 도 감성 , 문화

, 랜드마 , e마 , 스포츠마 , 스타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ORG 내일신문, 2008. 02. 05.

#DATE 2008년-02월 신어

#REF

#NW 검역^주권(檢疫主權)

#COMP 한^한

#POS 

#F 정치

#SEM 수입되는 물품의 검역에 하여 어떤 나라의 간

섭도 받지 않고 오직 해당 국가만이 행사하는 고유

한 권리.

#ILL 이 계자는 “이러한 외교  조건과 함께, 우리 

정부가 추가 상을 통해 검역주권 문제와 SRM 문

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을 솔직히 설명하면 국

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것”이라고 기 했다.

#ORG 내일신문, 2008. 05. 21.

#DATE 2008년-05월 신어

#REF 

#NW 경-지하-철(輕地下鐵)

#COMP 한+한+한

#POS 명사

#F 교통

#SEM 기존의 지하철도와 같은 철(重電鐵)에 반

되는 가벼운 기철도라는 뜻으로, 지하철도와  

버스의 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춘 교통 수

단.

#ILL 아랍어로 ‘원천(source)’을 뜻하는 ‘마스다르

(Masdar)’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태양열 발 을 포

함해 완 히 재생 가능한 에 지로 운 될 정이며 

여기에 거주할 5만여 명의 시민은 탄소를 뿜어내는 

자동차 신 ‘움직이는 이동통로’ 형태의 기구와 경

지하철을 타고 도시 내를 이동하게 될 망이다.

#ORG 뉴시스, 2008. 01. 22.

#DATE 2008년-01월 신어

#REF =경 철

#NW 과로^지수(過勞指數)

#COMP 한^한

#POS 

#F 사회

#SEM 지나치게 일을 하여 느끼는 피로를 지수로 표

한 것.

#ILL 2  : 아나운서. (과로지수 9) 아나운서는 노동 

강도가 매우 큰 직종으로 특히 여아나운서의 과로 

정도는 매우 놀랄만할 수 이다. 3  : 연 계 스타. 
(과로지수 8) 부분의 일반 들은 연 계 스타

는 부시고 화려한 직종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사

실상 연 계 스타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심해 과로 

직종인 것으로 밝 졌다.

#ORG 내일신문, 2008. 12. 22.

#DATE 2008년-12월 신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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