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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설명씨

챗봇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

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답한

다.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 

일상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AI 비서‘ 라는 별칭과 함께 새롭

게 부상하고 있다. 

크런치 모드

IT, 게임 업계에서 제품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집중 근무 형태를 말한다. 잦은 

야근과 혹독한 업무 강도, 일상

적인 수당 미지급 행태 등 열악

한 노동 환경을 대변하는 단어

로 부상하고 있다.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에 

취업 의욕도 없고 학교에 다니

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

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취업난

이 심각해짐과 동시에 니트족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 해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 덕분에 차세대 보안 프로

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픽미세대

최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의 유행곡 ‘Pick Me'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의 합성어다. 저성장기 때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선택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대를 일컫

는 말로 쓰인다.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이 요즘 떠오르는 

가상화폐. 최근 삼성에서 이더

리움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해 상용화 한다고 발

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스냅챗

2, 30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

북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10대 

청소년들은 주로 스냅챗을 이용

한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의 

확인 시간을 설정해 일정 시간 

후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

어 인기가 높다. 

 랜선이모

친조카가 아닌데도 TV 육아프로

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유아 연

예인의 팬을 말한다. 랜선이모, 

랜선삼촌 등 가수,배우뿐만 아

니라 아이들을 선호하는 새로운 

팬(Fan) 개념이다.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

를 딴 용어로 가족, 회사보다 자

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

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팝콘 브레인

팝콘이 튀어 오르듯, 크고 강렬

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대인들

을 말한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정보, 첨단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 또

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 고객이 스마

트폰 앱(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를 요청하면 노동 제공자가 서

비스를 제공한다. 우버 택시, 배

달 대행업체, 쏘카 등이 이에 속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