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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담화구조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 연구

- 러시아 정치-외교적 담화를 중심으로 -

권용재 (경기대)

1. 서론

언어적 수사법으로서 자주 이용되는 수사의문문의 기능을 독백체 

담화는 물론이고 대화체 담화에서 연구하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의 특

수성을 인식하고 그 행위의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는 많은 연구자

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사법 연구는 의사소통 

행위의 성공 혹은 실패 원인을 규명하거나 담화구조에서 언어적 수단

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수사의문문이란 “의문형태와 단언적 내용 간의 

비대칭”에 기반을 둔 문체적 수사(修辭)(Gromyko 2010, 77), 즉 의문형

태 속에서의 확언 내지는 주장을 말한다.1)강한 어조를 확인할 수 있

는 수사의문문은 발화의 정서를 격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1) 문법적 측면에서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의 부차적 기능(Shvedova 1980), 더 

나아가 유사의문(“псевдо-вопросы”; pseudo-question)과 같은 구조로 

검토되기도 한다(Sanniko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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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수사의문문은 청자의 이성적 의식구조에 호소할 뿐만 아니

라 담화에 극적인 표현성을 부여하면서 청자의 감정적 반향을 일으키

는 데 효과적인 연설방식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성

공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의 애매

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독백의 대화체적 어조(“диалогизация моно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dialogization of monologue speech)의 효과적인 수단(Baranov 1990, 37)

으로서 수사의문문은 논증적 담화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메커니즘 가

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

황의 논증적 텍스트나 담화에서 그와 같은 수사의문문의 역할과 기능

이 항상 명시적인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담화에 그러한 대화체적 요

소를 도입하는 화자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

치-외교와 관련한 담화에서 발췌한 일부 자료를 의사소통적-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논증적 텍스트나 담화에서 수사의문문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작동원리로 담화

의 이면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기능적 특성

주지하다시피 수사의문문은 의문형식으로 표현된 긍정적 단언 혹은 

부정적 단언을 말한다. 수사의문문은 질문 자체에 대답을 포함하므로 

당연히 “yes” 혹은 “no” 유형의 단일한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

다. 수사적의문은 의견, 판단, 감정 등과 같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인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담화에 감정적 표현성과 미학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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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끌어올린다. 수사의문문의 목적이 청자(중)가 지각하는 데에 활

기를 불어넣고, 청자 스스로가 암시된 논증이 본래의 주장이라는 상

황 추론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인 만큼(Kornilova 2007, 40), 논

증 과정, 즉 설득을 목적으로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

사적 의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2). 또한 수사의문문은 

주장이나 논거를 제시하는 독특한 방법이며(Baranov 1990, 36), 논증을 

 2) 수사적 논증이 얼마나 큰 발화 작용 수단의 창고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

적 논증과 공적 발화에서 수사적 논증 개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Vital’evich 2013, 413).

논리적 논증 수사적 논증

발화 목적 명제의 진리치 증명
명제의 진리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

장으로 청중을 유인

논증 대상
특정한 귀결과 개념에 대한 

진리치

(<--… )+특정한 행위 양식, 주관적 선

호, 평가와 기호 등의 합리성

명제의 

언어적 양상

명료한 명제 표현, 감정적 수

단의 부재

평가나 호소와 같은 부차적 기능 보유, 
구체적인 긍정과 부정 혹은 가정에서부

터 평가적 발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씨 표현 허용

발화 장르 학술적 논쟁, 강연 여러 장르의 공적 발화

수사적 

전의 사용
비유, 은유 정도로 제한 필수적 요소

논증 유형 본질적으로 논리적 유형
논리적 논증과 수사적 논증 간의 불명

료한 상호관계

발화 상황의

구성원

숙련된 논리적 사고를 가진 

일반적 수신자

구체적인 수신자, 그의 도덕적 목표와 

미학적 이상 등을 고려

논리적 논증과 비교해 봤을 때, 공적 발화에서 수사적 논증은 결국 이성적(논
리적) 논거들과 비이성적(수사적) 논거들의 총체이다. 또한 그 입증은 오직 엄

밀한 논리적 법칙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비논리적 결합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수사적 논증에서 논거들의 비이성적인 관계는 논거의 양

이 증가하는 경우와 특정 청중들에게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 청중들에 

의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Vital’evich 201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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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는 사고의 수사(修辭; “фигура”; figure)로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나 사건에 대

한 보다 강렬하고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또는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된다(Valimova 1979). 수사의문문에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단정하지도 않고, 또 아무 것도 부정하지도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 이

치를 판별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수사의문문은 사고의 수사가 아닌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특정한 노선을 부여하는 변칙적 전의(trope)와 

관련된다(Klyuev 2001, 220). 즉 수사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으로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모두에게 잘 알려진 질문으로서 

정의된다(Klyuev 2001, 221). 그러한 수사의문문의 기능 연구에서 

문체적, 특히 수사적 관점보다는 청중의 지식과 생각 체계, 의도의 

형성, 감정, 비이성적 영역 등에 대한 작용 기준을 정하는 화용적, 

의도적 관점이 배어난다.

(1)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인들의 나라이고, 조지아는 조지아인들

의 나라이며,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나라로 간주되는데, 
어째서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겠습니까?(V.V. Zhirinovsky)
Почему Узбекистан считается страной узбеков, Грузия – страной 
грузин, Армения – страной армян, а Россия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В.В.Жириновский: Жириновский предлагает называть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царем, «Трибуна народа», 18. 01. 2013)

(2) 이것이 국가적 수치 아닙니까?(G.A. Zyuganov)
Это ли не национальный позор?(Г.А. Зюганов: В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речен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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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권력은 누구와 함께 남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권력은 누

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V.V. Zhirinovsky)
Эта власть, с кем она останется? На кого о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В.В.Жириновский. 2010)

(4) 따라서 향후 위기가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S.M. 
Mironov)
Поэтому наивно полагать, что следующий кризис нас не затронет. 
Как будем выбираться?(С. М. Миронов: Выступление на vi съезде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я 
предвыборной программы партии” 24. 09. 2011)

 

(5) 이제 유럽이 단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단일한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V.V. Zhirinovsky)
Вот сейчас почему Европа объединилась? Вы что, думаете, им 
хочется быть в одном Евросоюзе?(В.В. Жириновский. 2010)

(6) 우리의 발전을 그리도 조심스럽고 심지어 편향된 시각으로 바

라보는 나라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모두가 

우리를 아직도 두려워할까요? 내 생각에 그 대답은 뻔합니다. 러시

아가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흔히 

그들에게는 전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D.A. Medvedev).
В чём же основная проблема для те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столь 
внимательно, даже пристрастно наблюдают за нашим развитием? 
Иными словами, почему нас всё ещё опасаются? Отв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банален. Зачастую им просто не ясно, куда движется 
Россия и что мы собираемся делать в перспективе(Д.А. Медведев: 
выступления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на II Гражданском форум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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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Москв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2. 01. 2008).

위 예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적인 수사

의문문을 비롯한 정치적 담화에서 사용되는 수사의문문의 몇몇 유형

들에 대한 예시이다. 

각각의 예들은 적극적 긍정의 경우 (1), 부정적 수사의문문을 통한 

강한 긍정 (2), 적극적인 부정의 경우 (3), 미지의 질문, 즉 단순히 대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화자 

자신도 모르는 경우 (4), 의사소통적 질문, 즉 공동의 담론으로 수신

자를 끌어들이는 질문 (5), 의문 형태의 발화에 대한 대답을 화자가 

직접 주는 경우 (6)에 해당된다. 

미지의 질문에 해당하는 예문 (4)를 제외한다면, 여기서 의문발화는 

모두에게 잘 알려지고 확정적인 대답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의문 형태로 된 발화이긴 하지만 수사의문문은 

실제로는 단언이자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의 여러 유형 중에서 예시 (6)의 경우(질문-대답 과정)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데,3) 이를 통해서 정치적 담화에서 대화체적 

성질뿐만이 아니라 화자의 주동적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이 드

러남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의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고, 단순히 문제를 제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한 담화 전략으로서 수사의문문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여 년 전인 20c 초 러시아 국가두마 대표자 연설에서 무려 12번

 3) 전체적으로 여러 유형의 수사의문문 중 대략 60% 정도가 이러한 질문-대답 과

정에 해당된다(Karamova · Silantyeva 201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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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의문문이 연이어 사용된 속기록이 남아있다(Gromyko 2010, 

76). 당시 연설 속기록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빈번하고 연속적인 수

사의문문의 사용은 이것이 공적인 연설뿐만이 아니라 공적 인사의 사

고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수사법 

그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메시지의 정보전달기능이 중요

시 되는 최근 사회-정치적 발화에서는 그러한 수사의문문의 사용은 

통상적이고 현대적인 연설방식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국가두마에서 수사의문문의 사용이 혁명전보다 훨씬 더 드문 이유는 

그것이 예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서투른 사용으로 인해 논거가 

쉽게 무너지거나 거짓된 어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Gromyko 

2010, 76). 

하지만 공적 담화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수사의문문은 무엇보다도 

독백의 대화체적 전환을 통해 대중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사학 측면에서 미할스카야(Mikhal’skaya)가 구분한 수사의

문문의 기능은 첫째, 화자의 발화에서 의미적 핵심을 감정적으로 분

리하고, 둘째, 발화 주제에 대한 수신자의 감정-평가적 태도를 형성하

며, 셋째, 의미적 관계에서 추론과 논증을 위한 중요한 국면을 수신자

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Mikhal’skaya 1996а, 240-241). 따라서 수사의문

문은 연설이나 발언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논증, 혹은 논리의 제

시를 위한 일종의 감정-평가적 발화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공적 

발화에서 수사의문문이 이러한 기능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문문의 사용은 명백한 사실을 새로운 견지에서 제시하고 이를 숙고하

도록 한다(Panov 1998, 206). 

공적인 연설에서 부정, 불가능, 부적절성과 같은 양상성이 직접적으

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문문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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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말로 소련 시절 이미 공사가 시작된 무너져가는 교량을 속절

없이 바라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가롭게 사상자수를 포함한 

우울한 교통사고 통계를 내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여

름철에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모스크바-돈 간의 자동차 도로와 

같은 분주한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

니다(V. Putin).
Разве можно беспомощно взирать на разрушающиеся мостовые 
переход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ых было начато еще в советские 
годы? Или – спокойно подводить печальные итоги количества 
ДТП, в том числе с летальными исходами? Например – на такой 
оживленной трассе, как Москва–Дон – которой, особенно в летнее 
время, пользуются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Все это – абсолютно 
недопустимо(Выступл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еред Федер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братился к народу и парламенту 
страны. 26. 04. 2007).

 

수사의문문의 이러한 기능에서는 의심 내지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러시아어 소사 “разве”(razve)의 사용이 빈번하다. 이는 새롭고 때로는 

역설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수사의문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제 사실에 대한 감정-평가적 태도를 입증해 준다. 대응되

는 평서문(“...를 속절없이 바라만 볼 수는 없다”)과 달리 발화목적에 

따른 이러한 의문 형태의 문장은 감정-표현적 효과 이외에도 명백하

고 널리 알려진, 혹은 전제가 되는 지식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행되는 

사건에 비추어봤을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사실로 청중들의 

주의를 돌리도록 촉구한다.

부정 혹은 불가능이라는 내포된 양상성을 갖는 수사의문문은 사안

에 대한 대립이 격렬하고 치열해지는 순간 발화의 태도나 생각의 강

경함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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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일 약 

1헥타르의 땅에 홉을 심는다면, 여기에는 천일 이상 노동력이 투

입되어야 하겠지만, 만일 같은 면적에 토끼풀을 심는다면 이를 위

한 노동일은 기껏해야 20일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Gromyko 2010, 
78 재인용).
Как вы определите трудовую норму? Ведь, господа, еслия посажу 
десятину хмеля, то на нее нужно употребить более тысячи 
рабочих дней, а если я посею десятину клевера, т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не более двадцати рабочих дней(Громыко 2010, 78 재인용).

혁명전 국가두마 회의록에서 인용된 예문 (8)에서 화자가 첨예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화 문맥의 도움으로 완강하고 고집스러

운 어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노동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호함

을 경감시킴으로써 화자는 질문을 좇아 합리적 논증을 전개하고 이를 

청중에 호소할 수 있게 된다.4) 결국 토론과 같은 논증적 발화에서 수

사의문문은 발화 전개의 정점에서 토론 상대와 청중들에게 정서적 영

향을 끼치는 중요한 언어적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논쟁에서 감정적 

고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경우 화자는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자신의 발화에서 연달아 둘 이상의 수사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9) 정말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로 이어졌습니까? 실로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는 가장 복잡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작

전이 취소되었나요?(S. Subbotina)

 4) 물론 이러한 수사의문문에는 연설자가 이어지는 연설에서 노동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의문문이 갖는 

일차적 기능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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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ве это привело к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ия на Украине, разве 
помогло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ложнейшего конфликта, который 
раздирает Украину на части, разве была отменена войсковая 
операция против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юго-востоке Украины? 
(Светлана Субботина. Нарышкин: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навредили Украине», «Известия», 03. 06. 2014)

 

논쟁의 경과에 따라 축적된 다량의 질문 형태들은 의도적이고 감정

적인 뉘앙스를 폭넓게 표현하면서 저자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는 정서적 논거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논증적 담화구조에서 화

자의 개인적 요인이 수사의문문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 미할스카야에 따르면, 수사적 감탄이자 수사적 호소로서 수

사의문문은 확신과 단호한 상태의 감정적 담화 행위에서 특징적인데

(Mikhal’skaya 1996б, 75), 논쟁 당사자 입장에서 수사의문문은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주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발화행위의 분류 관점에서 보면, 수사의문문은 

의문과 단언(주장), 감정-표현의 중간적 유형과 관련될 수 있다.  

 

(10) 우리는 정상적인 협력, 우리와 우리의 이익에 합당한 관계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나친 것입니까? 우리를 위협하고자 합

니까?(Vladimir Putin)
Мы хотим норм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ва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нам, к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Это разве много? Нас хотят запугать? 
(В. Путин)

 

예문 (10)의 감정-표현적 의문형태에서 즉 “우리 러시아는 합당한 

국가적 이익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러시아는 그 누구도 두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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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절대적인 판단, 견해가 드러난다. 

여기서 수사의문문의 사용이 여러 가지 언어적 혹은 언어외적 요인

들과 관련되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의 언어적 인격,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관념 등

이 그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은 감정-표현적인 말의 핵심이며, 논증적 담화에

서 자동적인 논쟁의 개시, 즉 논쟁의 촉매제로서 기능한다. 또한 수사

의문문은 논쟁의 반대자이든 옹호자이든 정서적 감염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어떤 대응적 반응을 조장한다. 말의 층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화자는 청중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배격하

도록 선동한다. 

3. 화용적 분석

전술했던 수사의문문을 이해하는 배경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가정하

는 수사의문문의 주요한 기능은 화용적 측면에서 청자들의 특정한 감

정적 반응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내적 대화를 

화자와 하도록 부추기고 도발하게 하는 데 있다.

수사의문문과 달리 순수한 의문문은 청자가 화자에게 설명을 통해 

뭔가를 알려주도록 자극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예상되

는 대답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커질수록 이러한 순수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때 화자는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지식과 지향성이 청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

한 지식과 지향성5)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논쟁적 의사소통 틀 내

 5)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이란 주체의 의도적 주동성, 특정 행위에 대한 어떤 개



16 수사학 제 34집 

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식과 지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

면 논쟁적 담화의 기본적인 기능이 수신자의 생각과 의향을 각성시켜

서 설득하고, 설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잠재적 행동을 촉발하는 

것(Dem’yankov 2002, 39), 다시 말해서 수신자의 인식 속에 화자에게 

필요한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수한 발화행위로서 수사의문문은 특정한 화용적 목표에 대

한 문체적, 수사적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1) 다마스커스의 유죄추정에 기초한 그의 논리에는 깊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1) 당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도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2) 당신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그 원칙

을 명심하면서 왜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를 잊어버리는 겁

니까? 이 모든 일의 발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가 합법적인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려는 편집증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탓입니다. 
… 
중동지역 전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하는 화학무기 공격의 방

치가 바로 명예롭지 못한 이중 잣대의 증거입니다. 이라크 모술에

서의 최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3) 국제 사회와 무엇보다도 오

늘날 칸–셰이쿤 (Khan-Shaykhun)에서 이러한 소란스러운 공적 활동

을 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4) 
그 희생자들이 열등하고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입니

까? 5) 왜 우리는 당신들 신문 사설에서 이 포위된 도시에서 벌어

지는 거대한 인도주의적 비극을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주 UN 
러시아 부대사 V.K. Safronkov의 UN 안보리 회의 연설 中 ) 
Глубоко ошибочной была сама его логика, построенная на 
презумпции виновности Дамаска. 1) А где же ваш золотой 
стандарт презумпции невиновности? 2) Почему вы о нем помните 

인의 정신물리학적 채비를 말한다(Zalevskaya 199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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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своих столицах, 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забываете? А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потому, что в Вашингтоне, Лондоне 
и Париже одержимы параноидальной идеей свержения зак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ирии.
…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вопиющих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служит 
игнорирование химических атак, совершаемых террористами в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м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Вспомните последнее 
происшествие в иракском Мосуле. 3) Где реак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сех тех, кто устраивает сегодня 
эти шумные публичные акции по Хан-Шейхуну? 4) Что это – 
жертвы иной категории или второго сорта? 5) Почему мы не 
видим на передовицах ваших газет колоссаль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трагедии этого осаждённого города?(Выступле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ООН В.К. 
Сафронков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американской агрессии в Сирии, 07. 04. 2017)

 

견해의 사실성 내지는 진실성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

각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 또한 설득의 가능 여부를 결정 짓는다

고 봤을 때, 예로든 위의 정치-외교적 담화에서 감정적 표현성이 풍부

하게 배어있는 일련의 수사의문문은 담화의 논증 효과를 더욱 고도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설자는 대응되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근저가 되는 지향성을 청중들에게 증폭시키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수사의문문 형태를 평서문으로 변

형시켜 본다면, 발화수반효과(perlocutionary effect)의 부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상되는 평서문과 비교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멜로디, 



18 수사학 제 34집 

긴장도, 템포를 포함한 의문문에서 실행되는 특유의 억양구조가 청중

들과의 의사소통적 협동, 대화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의를 

더욱 집중시킨다.

둘째, 초분절적 요소에 의해 감정적으로 채색된 수사의문문은 찬동, 

찬사, 연대의식 혹은 애국심, 반대로 분노, 증오, 초조 등 청자의 특정

한 감정이나 ‘옳다’/’그르다’, ‘동의한다’/‘반대한다’와 같은 어떤 견해

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연설자가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결정하

기에 앞서 누가 메시지의 수신자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용된 예에서는 미국 유엔대표부를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이 메시지 수

신자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외교적 성격의 연

설문이 대중적인 소통 조건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청중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

는 일반인들, 러시아, 미국, 유럽등의 정상들과 같은 제 3의 관찰자 

입장에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향한다. 셰이갈(Shejgal)이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관찰자 입장에 있는 수신자의 존재가 연설자와 현장의 청중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관찰자 그 자체가 연설자의 의

사소통 목적과 전략적인 언어 행위를 짜는 데 영향을 끼친다(Shejgal 

2000, 21). 수사의문문 형태의 한 표현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 이를테

면, 미국 대표부나 미국의 대중들한테는 연설자의 입장에 대한 반대, 

분노, 초조함을, 그리고 러시아 대중들에게는 연설자의 의견에 대한 

찬성, 찬동,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몇몇 의사 표시가 노정되어 있다. 

셋째, 수사의문문의 발화수반력은 실제 발화된 것보다 더 많은 암

시가 포함되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암시전략에 따라 화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사소통적-화

용적 지향성이 수사의문문에 포함된다. 



논증적 담화구조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 연구 19

연설문 (11)에서 수사의문문 1)의 경우, 의문사에 고유한 음고 처리

와 함께 러시아어 소사 ‘а’와 ‘же’(zhe)의 사용으로 발화의 감정적 요

소가 보다 강화되어 청중의 주목도와 지각 의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해당 소사의 사용은 수사의문문의 발화수반력을 증대시킨다. 반

대자들과 청중에게 분명해 보이는 대답은 “당신들(미국과 안보리 회

원국들)은 당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상황

에는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최초의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된다. 

 

“민간인 대상의 화학무기 사용은 반인륜적이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부당하

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은 논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화자의 지향성을 따

르면서 청자는 몇 가지 지식을 얻게 된다. 논지 전달을 위해 질문 형

태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객관적인 세계상이 아니라 어떠한 특

정한 세계상의 한 단편을 나타내는, 화자에 의해 선택된 암시 전략임

을 증명해 준다. 

2)에서도 암시되는 대답은 미국과 안보리 회원국의 이중 잣대에 대

한 비난이다. 즉 “당신들은 그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신들의 진영에서

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한다.”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부사 “почему”(pochemu; why)

를 통해 발화된 것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감정적 평가 정도가 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다 극성의 어휘들을 배치

함으로써(“забываете” - “помните”, “в своих столицах” -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잊다” - “기억하다”, “자신들의 도시에서” -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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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종의 야유와 조롱 섞인 수사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나머지 수사의문문 3) ~ 5)에서 반영되는 주요 의도

는 시리아 반군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상황에

서 동일한 조건의 사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의도적 

무시를 비난하는 것이다. 

결국 인용된 연설문 분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사의문문이 정서

적 감정을 고조시켜 주의 집중과 지각의 정도를 높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발단이 되는 몇 가지 지향성에 기반하여 청자(중)의 세계모델

에 영향을 끼치는 고도의 전략적 담화 장치라는 점이다. 수사의문문

은 수신자에게 뭔가를 암시하며, 끝까지 끝마치지 않은 말을 공식화

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발화작용 메커니즘으로서 수사의문문은 발

화순간에 화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주의를 끌 수 있고, 그 목적에 대

한 감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의사소통

적-화용적 지향성 범주가 수사의문문에서 작용하는 논증의 기본적 요

소가 된다. 

 

(12)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이제 당신의 넓은 시야를 막고, 현재 

유럽과 그 밖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로트씨, 당신은 우리의 정치 구조를 권위주의 체제로 묘사했습니

다. 
오늘 논의에서 일반적인 가치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이
러한 가치들은 어디에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본질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인권을 예

로 들어봅시다. 이를테면 미국에는 사형제가 있지만 우리 러시아

에는 없고, 당신들의 유럽에도 그 제도는 없습니다. 요컨대 유럽인

들과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가치의 기준이 이렇게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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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이를테면, 나토 진영에서 발을 빼려고 하

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갈등을 극복합시다. 최근 몇 

년간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주바니아(Zhrab 
Zhvania)총리의 의문의 죽음, 야당탄압,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물리적 

해산, 실질적인 계엄 하에서 총선 시행, 그리고 이어지는 오세티아

에서의 범죄적 행위는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낳았죠. 이런 나

라가 대화를 나누고, 나토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까?(V. Putin, 독일 ARD 방송과의 인

터뷰 中 )
- Не получилось ли так, что созданная Вами система, сама теперь 
закрывает Вамширокий взгляд, возможнос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идеть 
те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ятв Европе,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Рот, Вы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наш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стройство как авторитарную систему.
Вы упомянули в ходе нашей сегодняшней дискусси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 общих ценностях. Где набор этих ценностей?
Есть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принципы. Ну, скажем, право человека на 
жизнь. Вот в США, допустим, есть смертная казнь, а у нас, в 
России, нет и у вас, в Европе, нет. Значит ли это, что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выйти, скажем, из блока НАТО, потому что нет 
полного совпадения ценностей у европейцеви у американцев?
Теперь возьмем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торый мы сейчас с вами 
обсуждаем. Разве вам не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Грузи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агадочная смер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Жвания. 
Расправа с оппозицией. Физический разгон митингов протеста 
оппозиционных сил. Проведение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х выборов 
фактически в условиях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тем эта 
преступная акция в Осетии со многим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жертвами.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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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то, конеч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нужно вести диалог 
и которую нужно принять в НАТО, а может быть и в Евросоюз? 
(Интервью В. Путина телеканалу ARD, 30. 08. 2008)

독일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Putin)이 제기한 질문은 상당히 도발

적으로 들리는데,6)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화

자는 그 대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푸틴이 사용한 수사의문문은 모

두에게 잘 알려져 있고 확정적인 대답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실제

로는 이것이 단언이자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조지아에서 일

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은 오세티아에서의 범죄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방

식으로 사건들을 배열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일련의 사건진술은 

비록 사건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

자의 인식 속에서는 그들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고 사안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와 같이 화자 그 자신의 설명이 

있는 수사의문문을 발화수반적 강제이자 자기 강제행위로 볼 수 있다. 

바흐친이 언급하였듯이 화자 또는 필자가 자신의 발화 혹은 담화 영

역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을 하는 현상은 바로 의사소통

을 위한 조건적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다(Bakhtin 1986, 251). 명시적

으로는 독백이지만 수신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조건적 역할극”은 내

포적으로 청자들에게는 일종의 논거로서 받아들여진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비민주적인 조지아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의 

정당성을 납득시키고, 청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

 6) 푸틴의 연설은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

력이 풍부하고 기지가 넘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의 담화에서 이러한 냉정

과 열정의 결합은 청중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강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발화 수단이 된다(Ustinov 2010, Ioakeimidi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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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독백체적 역할극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가 직-

간접적인 수신자들에게 각인되도록 넌지시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목적을 달성한다. 

 

(13) 쿠르스크(Kursk)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목을 매달았습니다. 누

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

들을 죽이고 있습니다(V.V. Zhirinovsky).
Фермеры повесились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то виноват? Мы свами. 
Гробим граждан наших(В. Жириновский).

(14) 우즈베키스탄이 언제 우리의 우즈베키스탄이었던 적 있습니

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우즈베키스탄이었던 적이 없습니

다. 이것은 모두 말 그대로 입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나라 사람들입니다(A. Mitrofanov).
Разве был когда-то Узбекистан наш? Нет. Никогда он нашим не 
был. Это все только на словах. Там было все их и чужое(А. 
Митрофанов).

(15)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자신들의 

삶을 보호한다면, 그들은 소시지를 골라낼까요? 소시지와 삶 사이

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선택

합니다, 로이씨(V. Putin).
И мы что, не можем защитить жизнь своих граждан? А если мы 
защищаем свои жизни, то у нас отберут колбасу? у нас выбор 
какой – между колбасой и жизнью? Мы выбираем жизнь, 
господин Рой(В. Путин).

만일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예상)되는 것과 대답으로 실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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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것 사이에 어떠한 괴리가 있다면, 이는 어떠한 화용적 목적(경

향성)에서 나타나는 비통상적인 의미적 추이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

련한 예를 정치적 발화에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위 예문에서 사용된 수사의문문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우리”)

으로 사용된다. 특히 예문 (15)에서 집단의식의 대표자로서 화자는 목

소리 톤을 고조시킴으로써 표현성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주체 “м

ы”(“my”; we)를 실제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 청중들에게 

암시된 호소를 통해 수사적 의문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우리 

러시아인들은 애국자이며,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내포된 

주장은 한편으로는 이 대담에서 서유럽 출신의 대담자를 설득하기 위

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시청자들의 주목을 이끌

어내는 데 사용된다. 

4. 결론

몇몇 정치-외교적 담화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을 분석해본 결과, 수

사의문문을 논증구조에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청자의 세계모

델을 형성하기 위한 논거 구축의 특정한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은 수신자에게 뭔가를 암시하며, 청자로 하여금 충분히 생

각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결론지어지지 않은 것을 공식화한다. 이러한 

수사의문문의 특성은 이를 강력한 대화체적 잠재력을 갖는 발화 작용

원리로 보게 한다. 수사의문문은 해당 순간 화자의 관심에서 중심에 

놓여있는 대상에 대한 청자의 감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의 논증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인은 

바로 의사소통적-화용적 장치에 기반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사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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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화자 자신의 지식과 관념을 청자에게 암묵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청자에게 분석적 사고가 아닌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사유를 초래하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상호작용하거나 

담화의 한 주체로서 청자의 언어적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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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ctions of Rhetorical Questions in the Structure of 

Argumentative Discourse in Russian Political and Diplomatic Texts

Kwon, Yongjae (Kyonggi Univ.)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rhetorical question in the 
political argumentation in speeches by Russian politicians. As the analysis 
shows, the pragmatic function of these means is dominant in the use of the 
rhetorical question in argumentative political discourse. In other words, a 
rhetorical question is not only a means of enhancing the emotionality of 
speech and, as a result, the level of perception and attention, but also a 
pragmatic mechanism of influence on the model of the listener's world, 
because there are often several communicative and pragmatic attitudes. It can 
be concluded from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of the rhetorical question in 
the political discourse that the rhetorical question is a certain stage in the 
construction of argumentation that forms a model of the listener's world that 
is desirable for the speaker. 

주제어: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의 기능, 화용적 기능, 의사소통적 지향

성, 논증적 담화

Key words: Rhetorical Question, Functions of the Rhetorical Question, 
Pragmatic Function, Communicative Attitudes, Argumentative 
Discourse 



논증적 담화구조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 연구 31

논문투고일: 2019년 3월 10일
논문심사일: 2019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31일

권 용 재 

경기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이메일: ypayj26@gmail.com





과학적 발견에서 새로운 이름짓기와 은유*
- 경락체계의 개명에서 드러나는 유사성과 차별성 -

7)

김훈기 (홍익대학교 교양과)

1. 문제제기

(사례 1) 1960년대 북한 과학계는 한의학의 경락체계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실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경혈을 봉한소체, 경맥을 봉

한관이라 불렀다. 또한 봉한체계 내에서 세포의 갱신을 일으키는 유

전자 과립을 가리켜 산알이라 명명했다.

(사례 2) 2000년대 A 연구진은 봉한체계를 재현하는 실험에 성공하

면서 봉한소체를 프리모노드(primo node), 봉한관을 프리모관(primo 

vessel), 봉한체계를 프리모관계(primo vascular system)라고 개명했다. 산

알은 프리모마이크로세포(primo microcell)라 불렀다. 

(사례 3) 2010년대 B 연구진은 봉한소체, 봉한관, 봉한체계에 해당하

는 생체조직을 HAR(Hyaluronic Acid-Rich)-N(Node), HAR-D(Duct), 

HAR-NDS(Node and Duct System)로 바꿔 불렀다. 산알은 NDSC(Node 

and Duct Stem Cell)라 명명했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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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 북한은 생물학 분야에서 혁명적 발견을 이뤄냈다고 

세계 과학계에 발표했다. 평양의학대학의 김봉한(1916-?) 교수 연구진

이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에서 전제된 기본 개념인 경락체계의 해부학

적 실체를 찾아냈다는 주장이었다.1) 총 5편의 논문으로 발표된 해당 

연구성과의 요지는, 인체에 혈관계와 림프관계 외에 경락체계라는 근

본적인 순환계가 해부학적으로 존재하며 그 내부에서는 독특한 성분

의 유전자 과립이 수명을 다한 세포의 끊임없는 갱신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6년 경 김봉한 연구진과 그 논문들은 북한 사회에서 갑작

스럽게 사라졌고, 이후 2000년대에 A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재현실험

을 거치면서 ‘봉한학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학계에 등장했다(Soh et. 

al. 2013). A 연구진은 김봉한 연구진이 발견했다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존재를 재현하는데 성공해 100여 편의 논문을, 그 연장선에서 B 연구

진은 내부 물질의 기능을 규명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Kim 2013). 

봉한학설에 대한 최종 과학적 판단은 과학계의 몫이다. 하지만 그 

진위를 떠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는 그렇게 믿는) 획기적인 생체조

직이 어떻게 명명돼 왔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수사학에서 흥미로

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과학계에서의 이름짓기(naming)는 새로운 

발견을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며, 수사학의 주요 목

적이 바로 설득이기 때문이다. 

공중 연설의 방식을 탐구한 고전적 수사학에서 제시된 5가지 규범

(발상, 배열, 표현, 발표, 기억) 가운데 이름짓기는 발상 단계와 연관돼 

있다. 발상은 논란이 되는 주제를 설정하고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1) 김봉한은 1916년 서울의 약종상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8년부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생리학 교실 조교수로 지내던 시

절 북한을 방문했다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 평양의학대학에서 활동했

다(김근배 199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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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활용한 논증의 과정을 포괄하는데, 주제 설정에서 연설자 간 

동의하지 않는 특정 쟁점을 가리켜 균형상태(stasis)라 부른다(보셔스 

2007, 62-65). 균형상태에 놓인 주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즉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에 따라 주장 전반의 구조와 방향성

이 결정된다(Vigsø 2010, 233-234). 이때 연설가가 설정한 정의는 쟁점 

대상의 이름을 통해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과학계에서 새롭게 부여된 이름 역시 그것이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다만 공중 연설과는 달리 새로운 이름이 갖는 

설득력은 로고스 요소, 즉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을 통

해 평가될 수 있다. 최근까지 경락체계에 대해 부여된 여러 이름들 

역시 논문에 제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각 등장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각기의 이름이 모두 동일한 생체조직을 대상으로 지

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탐구 대상이 동일했음에도 구체적인 발견 내

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개명이 필요할 

정도로 과연 충분한 차이가 있었을까. 만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면 

왜 개명이 시도된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는 각 명명에 적용된 은유를 분석하는 일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름(목표영역)은 기존에 사용돼온 이름(정보영

역)과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은유를 통해 지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2017, 254)의 말을 빌자면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은

유를 쓸 때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유에 속하는 유사한 것

에서 빌려와야” 하며, 그 이유는 “말하자마자 유사성이 금세 드러나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명명이 이뤄지면 비로소 미지의 대상에

는 고유의 체형(體形, forms)이 부여된다(Leary 1995, 268, 276). 물론 은

유의 과정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함

으로써 기존 이름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따른다(Johnson 2007, 71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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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명명자는 종종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작명에 높은 권위를 

부여하려 한다.2) 

과학계에서의 새로운 이름 역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나 현

상이 발견됐을 때 기존 이름과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은유 과정을 통

해 주어진다. 가령 생물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이름짓기 행위는 새로

운 종(種)으로 인정된 생명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규정한 명명규

약(code of nomenclature)을 통해 이뤄진다(Garrity · Lyons 2003, 31). 발

견자는 분류 체계 내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갖는 특징을 규명한 후, 

기존의 유사한 생명체의 이름과 비슷하면서 차별적인 종명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로스(2007, 61)는 진화분류학 분야에서 진행되는 이 명

명 과정을 가리켜 단적으로 수사학적 구성의 과정이라 불렀다.3)

일단 과학계에서 정착된 이름은 향후 해당 연구 분야에서 줄곧 권

위 있게 사용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이름에 함축된 

내용의 일부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어질 수 있다. 리브스(2010, 

85)는 광우병의 유발인자로 지목된 프리온(prion)의 사례를 들어, 과학

계에서 아직 논쟁이 완결되지 않은 개념을 “압축하기(compacting)” 방

식으로 명명할 경우 해당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마저 의도치 

않게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4) 

 2) 아리스토텔레스(2017, 252)는 이 상황을 가리켜 “연설가가 경의를 표하고 싶다

면 같은 부류 가운데 더 나은 것들에서 은유를 빌려”와야 한다고 표현했다. 과
학혁명기 이후 철학과 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뉴턴이나 다윈의 용어

를 적극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Leary 1995, 278-279).
 3) 그로스(2007, 59-89)에 따르면, 분류학자는 때때로 하나의 견본만으로 다른 생

명체와 가장 구분되는 특징을 드러내는 의도적 단순화를 통해 “식물과 동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분류학적 집단의 일원으로 불러낸다.” 그는 종의 명

명이 수사학적 표현으로 가득한 설명들을 서로 어울리게 연결해 생명체에 분

류학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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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에서의 명명은 기존 내용과의 차별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서도 종종 발생한다. 일단 학계에 이름이 정착되면 그 이름을 지은 

발견자 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 동기

이다. 예를 들어 기어린(Gieryn 1983)은 과학자들이 종종 수사학적 문

체를 동원하며 “경계화 작업(boundary work)”을 시도해 왔으며, 그 목

적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확대하는 일이라고 지적

했다. 생물학에서 이 같은 작업은 새로운 종이나 생체물질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분야가 정립될 때 이름짓기를 통해 진행돼 왔다. 심지어 

이름 자체가 기존 분야와의 경계화에 성공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웰(Powell et. al. 2007)은 20세기에 등장한 유전학, 분자

생물학, 유전체학, 시스템 생물학의 경우 일단 이름이 지어지고 그 

“세례를 받아” 안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받았으며, 작명 이후에야 주

요 발견이 이뤄지거나 연구방법이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화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름은 은유 

없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발견자의 이름을 미지의 대상에 부여하는 

경우가 그렇다.5)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아무런 학문적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대상에 대한 작명의 은유 과정에서 주요 

정보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1960년에서 현대에 이르

 4) 프리온(prion)은 단백질(protein)과 감염(infection)의 합성어로, 전염력을 가진 단

백질이란 의미이다. 일각에서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달리 유전자가 아닌 

단백질이 전염을 일으킨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런 연구자도 점

차 프리온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리브스”는 이 상황을 가리켜 프리

온이 해당 개념을 “감염”시켰다고 표현했다. 
 5) 과학사회학자 머튼(1998, 573)은 과학계에서 연구자의 이름이 부여되는 일이 

“업적을 인정해주기 위해 과학에서 제도화된 관행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한 가장 명예스러운 종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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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경락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생체조직에 대해 연구진별로 제각

기의 명명이 이뤄진 배경과 의미를 검토했다. 모든 연구진은 실험결

과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경계화 작업

의 결과, 향후 발견의 우선권은 한 연구진에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각 연구진의 명명은 어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일까. 이

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각 연구진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이름

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은유적 표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

할 것이다. 이번 사례 연구는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생체조직

이나 학문분야의 실체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사학적 관점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경락체계에서 봉한체계로: 한의학과의 불완전한 경계화 작업

김봉한 연구진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총 5편의 논문을 통해 새로

운 생체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했다(김봉한 1962; 경락연구소 1963; 

경락연구원 1965a, 1965b, 1965c). 각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명에 경락이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구진의 주요 

목표는 경락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실체란 한의학 치료

에서 침이나 뜸을 놓는 자리인 경혈, 그리고 경혈과 경혈 사이를 이으

며 ‘기(氣)’가 흐르는 통로인 경맥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의미한다. 당시

까지 한의학의 치료술은 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확

한 원리를 알 수 없는 영역이었으며,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의 연구 끝에 경락계통의 해부학적 실체는 신경 또는 호르몬 계통의 

변형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김봉한 1962, 8). 이와 달리 연구진은 경혈

과 경맥이 고유의 형태를 갖춘 독특한 생체조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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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연구진이 새로운 생체조직을 경혈과 경맥이라 명명한 이유

는 바로 경혈과 경맥이라 불리는 위치에서 그 조직을 발견했기 때문이

었다. 첫 논문(김봉한 1962)에 따르면, 연구진은 허준(1539-1615)의 동
의보감(1610) 등을 참조해 피부에서 경혈의 위치를 파악했다.6) 이후 

선행연구자들처럼 그 자리의 전기적 특성이 주변에 비해 독특하게 드

러난다는 점을 확인했고, 마침내 피부 아래에서 약 1 ㎜ 크기의 봉오

리 구조물과 이들 사이에 연결된 수십 ㎛(1㎛=10-3㎜) 굵기의 관다발

을 발견했다. 이어 연구진은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이와 경맥으로 연

결된 내장기관의 운동이 변화된다는 한의학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봉오리 구조물에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내장기관의 운동이 실

제로 변화된다는 점을 알아냈다. 또한 연구진의 발견물이 외형과 성

분 면에서 기존의 생체조직과 명확히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

렇다면 연구진에게 새로운 생체조직의 이름은 경혈과 경맥이 적합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이름은 두 번째 논문(경락연구소, 1963)에서 발견자의 

실명이 반영된 봉한소체와 봉한관으로, 경락체계는 봉한체계로 바뀐

다. 봉한체계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생체조직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다만 발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7)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채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었다. 경락이라는 명칭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이 이뤄졌다. 그 핵심 내용을 해부학적 구조물(봉한소체

 6) 동의보감은 조선과 중국의 의서 230여종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

으로, 당대는 물론 현대까지 국내외 한의학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북한에서

는 1961년-1963년 번역돼 출판됐다(신동원 외 1999, 1042-1044).
 7) 김봉한 연구진의 논문은 대부분 영어뿐 아니라 소련어와 중국어 등으로 번역

됐다. 이 가운데 4편의 논문 영문판은 현대 연구진이 설립한 국제학회 홈페이

지(www.ispvs.org)에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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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봉한관), 내부 물질(봉한액), 그리고 전체 체계(봉한체계)로 구분해 

살펴보자. 

첫째, 경혈로 추정된 봉오리 구조물의 분포가 경락체계에서와는 다

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참조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체에서 경혈

로 명명된 부위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관할하는 십이경맥(十二經脈), 

그리고 기경팔맥(奇經八脈)에 속하는 두 경맥인 임맥(任脈)과 독맥(督

脈) 등 총 14개 경맥을 따라 분포한다(신동원 외 1999, 1010-1014). 경

혈은 십이경맥에 360개, 임맥과 독맥에 각각 24개와 27개가 존재한

다.8) 이에 비해 연구진이 발견한 봉오리 구조물은 경혈처럼 피부 아

래의 14개 경맥을 따라 분포한 것이 아니었다. 피부 아래는 물론 내

부 장기 곳곳에 이르기까지 그물처럼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었다.9) 따

라서 연구진으로서는 그 위치가 피부 부근에 한정된 경혈이라는 용어

만으로는 발견 내용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특히 혈관

과 림프관 내부에도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이 관통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진 스스로도 놀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첫 

논문에서 경혈과 경맥으로 부르던 구조물을 각각 “표층” 봉한소체와 

봉한관이라 불렀으며, 인체 내부에서 새롭게 발견된 구조물을 “심층” 

봉한소체와 봉한관이라 명명했다.10)

 8) 김봉한(1962)은 동의보감에 소개된 인체의 경혈 위치를 모두 확인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는 침과 뜸을 시술할 때 십이경맥에 속한 팔꿈

치와 무릎 관절 아래의 일부 경혈이 중요하다고 언급돼 있다(신동원 외 1999, 
1015). 따라서 연구진이 모든 경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9) 경락연구소(1963, 17)에는 이 상황이 “종래에 피부에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오

던 봉한소체가 유기체의 심부에도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으며 

표층에 있는 봉한소체와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10) “심층” 구조물은 세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a)부터 좀더 세분화돼 명명됐

다. 가령 소체의 경우, 혈관과 림프관 안에 있는 “내봉한소체”, 혈관과 림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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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의학에서 경혈과 경맥 내부에 흐른다고 전제된 ‘기’에 해당

하는 생체물질이 확인됐다.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의 기능은 그 내

부 물질의 성분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그 성분은 “산알 학설”이라

는 제목의 네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b)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되는

데, 구성물은 DNA 주변을 RNA가 둘러싼 과립 형태의 “산알”, 그리

고 호르몬과 히알루론산 등을 포함한 “산알액”으로 명명됐다. 여기서 

산알은 ‘살아있는 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인체 각 장기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내부 염색체가 과립(알) 형태로 분열되고, 이는 표층 

봉한소체를 거쳐 해당 장기에 돌아오면서 정상 세포로 자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산알액은 주로 산알이 세포로 성장하는 일을 돕는 역할

을 수행한다. 

셋째, 산알의 활동을 추적한 결과 봉한체계의 전체 분포는 한의학

의 경락체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다순환 체계”로 이뤄져 있었다

(경락연구원 1965b). 경혈이 위치한 십이경맥 각각은 손이나 발의 끝

에서부터 중심의 오장육부를 거치며 서로 연결돼 있고,11) 임맥과 독

맥은 몸의 정중선을 따라 앞과 뒤에 분포한다. 이와 달리 김봉한 연

구진은 인체 부위별로 독자적인 순환로가 존재하고, 각 순환로가 복

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봉한 연구진의 탐구는 경락체계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경

락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생체조직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두 번째 논문부터 본격화된 연구진의 생물학적 주장은 서구 

과학계의 정설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세포는 오로지 세포의 분열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다는 독일 병리학자 

주변의 “외봉한소체”, 장기 표면의 “내외봉한소체”, 신경계의 “신경봉한소체” 
등이 그것이다. 

11) 예를 들어 십이경맥의 하나인 수태음폐경은 폐와 가슴을 거쳐 팔 안쪽을 따라 

엄지손가락 손톱 아래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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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호(1821-1902)의 세포발생설, DNA는 세포 안에서 이중나선 형태

로 존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RNA를 통해 

전달한다는 왓슨(1928- )과 크릭(1916-2004)의 보고 등은 전체 생명 현

상의 일부를 설명한 것일 뿐이며, 봉한체계 내부를 흐르는 산알의 활

동이 생명현상의 근원적 본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12) 

그렇다면 두 번째 논문부터 경락체계를 다른 이름(봉한체계)으로 

대체한 과학적 근거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경락이란 용어는 다섯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c)에 이르기까지 제목은 물론 본문 곳곳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단지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경혈의 이름이 점점 줄어들고,13) 경락체계 내부에 흐

른다는 기에 대해서는 논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실

제 연구결과는 서구 생물학의 각종 방법론과 생체물질로 서술돼 있으

면서도 그 범주는 경락체계라는 울타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

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봉한체계는 경락체계’라는 은유가 적용돼 있

는 셈이었다. 그 결과 봉한체계(목표영역)를 구성하는 봉오리 구조물, 

관다발, 산알 등은 경락체계(정보영역)의 경혈, 경맥, 기 등에 여전히 

개념적으로 조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성과와 봉한체계로의 개명에도 불구하고 봉한학

설과 한의학의 경계화 작업은 불완전하게 이뤄져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그 이유의 한 가지를 당시 북한 사회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던 위

12) 세포발생설은 물론 왓슨과 크릭의 보고는 현재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

다. 특히 왓슨과 크릭은 DNA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한 공로로 1962년 노벨생

리·의학상을 받았다. “산알 학설”이 맞다면 이는 노벨상 수상 업적에 버금가는 

성과일 것으로 보인다.
13) 첫 논문에서 명칭이 제시된 경혈 부위는 7개(상양, 이간, 합곡, 하렴, 수삼리, 

족삼리, 노궁)였으며, 두 번째 논문에서는 족삼리가 한 차례 언급됐다. 네 번째 

논문에서는 79개 경혈 위치에서 내부 물질을 분석했다고 했지만 명칭은 제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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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찾을 수 있다. 김근배(1999, 196-199)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전

까지 전근대적인 분야로 취급되던 한의학은 1950년대 중반 김일성 주

석의 연설을 계기로 과학의 탐구 영역으로 적극 인식되면서 그 사회

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논문 전반에 남아 있는 ‘봉한

체계는 경락체계’ 은유는, 당시 사회에서 권위를 갖춘 용어를 종종 의

도적으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Leary 1995, 278-279)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생체조직의 정체가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경락체계는 물론 물질적 순환체계라는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봉한체계에서 프리모관계로: 목표영역과 정보영역의 부적합한 조응

2000년대 초반 국내 A 연구진은 한동안 과학계에서 잊혔던 봉한체

계를 현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재현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김봉한 

연구진의 논문 5편에는 실험방법이 생략된 채 결과만 상세히 보고돼 

있었기 때문에 A 연구진은 다양한 염색기법과 첨단의 현미경 등을 

활용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실험동물에서 봉한체계의 특성

을 갖는 생체조직을 찾을 수 있었다(Soh et. al. 2013; Kim 2013). 연구

진의 논문은 2004년부터 서구 과학계의 학술지에 본격적으로 게재되

기 시작했으며,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이 발견된 부위는 혈관과 림

프관의 내부, 뇌와 척수의 내부와 외부, 복부 장기의 표면 등 생체 전

반에 걸쳐 있었다. 다만 A 연구진이 발견한 생체조직의 위치와 특성

은 봉한학설에 비해 상당히 한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김봉한 연구진

이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한 피부 아래에서는 해당 구조물이 확실히 

보고되지 않았으며, DNA나 호르몬 성분의 과립이나 세포처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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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단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A 연구진은 이 생체조직이 봉한체계의 일부라는 점을 확

신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성과가 나올 때마다 논문의 제목과 서론에

서 봉한(Bonghan)이라는 이름을 명시했다. 또한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를 사용하며 논문에서 봉한소체와 봉한관을 언급할 때마다 경혈

과 경맥에 해당하는 생체조직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심지어 봉한학

설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학설(hypothesis) 수준을 의미하는 것임에

도 연구진은 이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theory’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

하며 학문적 권위를 높이 부여했다.14) 

사실 “산알 학설”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생체 곳곳에 혈관이나 림프

관과는 다른 ‘봉오리 구조물-관다발’이 분포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현대 생물학계에서 상당한 업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발을 형성하는 관의 존재는 하나의 관으로 이뤄진 혈관이나 림프관

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림프관 내부를 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독특한 생체조직이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준 성과(Lee · Soh 

2008)는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다만 김봉한 연구진

의 주장과는 달리 이 생체조직은 실험동물 한 마리에서 대량으로 발

견되지 못하고 몇 개 정도가 확보되는데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진에게는 일단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봉한학

설의 나머지 내용에 대한 증명은 향후 좀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이뤄

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다가왔다. 

그런데 봉한체계라는 용어는 2010년을 기점으로 프리모관계로 바뀌

기 시작했다. 당시 연구진은 이전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봉한체계의 

14) 김봉한 연구진의 영문판 논문에서 ‘theory’라는 단어가 등장한 사례는 네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b)의 제목인 “산알 학설”의 영문명(Sanal Theory)이 유일

하다. 김봉한 연구진도 ‘학설’을 영문으로는 ‘theory’라고 표기하면서 대외적으

로 학문적 권위를 높여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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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좀더 확실히 증명하는 동시에 산알을 활용해 암의 전이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 치매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을 제

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15) 이때 봉한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연구진 내에서 시작됐고 그 결과 채택된 용어가 프리모였다. 

즉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는 ‘프리모관계는 봉한체계’ 은유로 대

체됐다. 이 같은 작명의 변화 배경을 당시의 과학계 상황을 통해 살

펴보자. 

2009년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글로벌프론티어프로그램을 운영하

겠다고 발표했다. 1개 연구단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연구비가 최대 

9년까지 지급되는 대형 국책연구 사업이었다. A 연구진은 봉한체계에 

대한 연구가 향후 세계 생물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프로

젝트라 확신하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Kim 2013, 325). 

연구진은 한편으로 이전까지 논문을 발표하고 발견의 기법을 전파하

면서 만난 국내외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업단의 명칭을 정해야 했는데, 봉한이란 용

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공무원과 외국 학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지적을 

받았다(Kang 2013, 291). 첫째, 봉한은 과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김봉

한은 1960년대 북한에서 활동하던 과학자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의 이

미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 결과 A 연구진은 봉한체계가 혈관계나 

림프관계보다 먼저 형성된다고 주장한 김봉한 연구진의 논문 내용을 

반영해 생체에서 가장 ‘근원적’ 체계라는 의미로 프리모라는 용어를 

15) 암세포의 전이통로는 림프관이나 혈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명확치 않은 상황

이다. 연구진은 암조직 주변에 봉한체계가 형성된다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암세포의 산알이 봉한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치매

를 비롯해 정상세포의 노화로 인한 난치병은 산알의 세포갱신 기능을 활용해 

치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Soh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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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16) 여기에 봉한체계가 혈관계와 림프관계 외에 새로운 순환

계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관계’라는 말을 붙였다(Kim 2013, 

326). 이로써 ‘프리모관계는 봉한체계’ 은유가 성립됐고, 이에 맞춰 봉

한소체는 프리모노드, 봉한관은 프리모관, 봉한액은 프리모액, 그리고 

산알은 프리모마이크로세포라 명명됐다. 

2010년 9월 A 연구진은 국내에서 개최된 한방바이오엑스포에서 국

내외 과학자들에게 앞으로 프리모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Kang 2013, 291). 연구진이 주도한 모임의 명칭도 제1회 프

리모시스템 국제학술회의였으며, 여기서 개명에 대한 제안은 수용됐

다. 이후 봉한학설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의 제목에는 프리모라는 단

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는 현대 생물학계에서 쉽게 수용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의학에 사회적 권위가 부여된 1960대 북한과

는 달리 현대 국내외 과학계에서 한의학은 대체의학 정도의 비주류 

학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의 물

질적 실체를 탐구하는 현대 주류 생물학 분야에서 물질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경락체계는 새로운 해부학적 생체조직에 대한 정

보영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봉한학설 연구의 도약을 위

해 주류 과학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원을 준비하던 A 연구진으로

서는 이 같은 은유의 사용이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프리모관계는 봉한체계’ 은유는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

유와 연결돼 있다. 따라서 프리모관계의 개념은 경락체계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없었다. 연구진 스스로도 이들의 연관성을 종종 표

현해 왔다. 단적으로 2010년 학술회의의 논문 43편을 모아 발간된 단

16) 봉한체계의 발생학적 탐구는 김봉한 연구진의 세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a, 
34-35)에 소개돼 있다. 닭의 유정란을 발생 초기부터 관찰한 결과 봉한관이 먼

저 나타나고 이후 혈관이 이를 둘러싸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발견에서 새로운 이름짓기와 은유 47

행본(Soh et. al. 2011)의 서문에는 프리모관계가 봉한체계를 뜻하며, 

동시에 경락체계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술회의 이후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

에는 프리모가 명시됐지만 그 서론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봉한과 경

락이라는 용어가 함께 소개됐다. 논문 작성자의 입장에서 프리모라는 

용어의 사용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현대 생물

학계의 독자 입장에서는 경락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다가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17)

그렇다면 프리모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봉한체계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할까. 흥미롭게도 프리모관계는 봉한체계와 분명한 생물학적 차

이점을 갖고 있다. 바로 ‘프리모마이크로세포는 산알’ 은유에서 드러

나는 사실이다. 김봉한 연구진은 5편의 논문 어디에서도 산알을 세포

의 일종으로 표현하지 않았다.18) 또한 1960년대나 현재나 생물학에서 

세포는 여러 소기관을 갖춘 생명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

서 DNA가 주성분인 과립을 세포라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당

하지 않다. 

A 연구진은 왜 이 같은 기본 지식과 달리 산알을 세포라고 표현했

을까. 2007년 산알을 마이크로세포라고 명명한 연구진의 논문(Kwon 

et. al. 2007, 173903-1)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논문의 서론에

는 “봉한관을 따라 흐르는 DNA 함유 과립”, 즉 산알은 “마이크로세

포와 유사하며(similar to), ‘세포치료’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어 보인

다”는 설명이 나오고, 곧이어 “이들 봉한 마이크로세포는”이라고 주어

가 설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본문에서 산알에 해당하는 용어는 모두 

17) A 연구진은 기대와 달리 글로벌프론티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서 초반부에 

탈락했다. 
18) 사실 김봉한 연구진이 산알을 세포의 일종으로 파악했다면 “산알 학설” 자체

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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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한 마이크로세포”로 칭해졌다. 여기서 개명의 근거를 알려주는 단

서는 ‘세포치료’이다. 김봉한 연구진이 명명한 산알의 기능은 현대의 

생물학 지식으로 볼 때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의 그것과 유

사하다. 줄기세포는 생명체의 모든 장기로 자라나는 근원의 세포로서 

그 크기는 보통의 세포보다 작다. 성체 줄기세포라는 말은 배아로부

터 자라난 성체의 장기 곳곳에 분포하는 줄기세포를 의미하는데, 현

재까지 그 존재는 확인됐지만 생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아 임상치료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19) 그런데 산알의 기능이 세포의 갱신작용이라면 성체 줄기세포의 

기능과 유사한 것이기에, 산알은 개념적으로는 현대의 세포치료 분야

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산알이 분포하는 장소인 프

리모관계는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성체 줄기세포의 생성 장소일 수 

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도 줄기세포는 여전히 일부 소기관을 갖춘 

세포일 뿐 DNA 과립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영역(산알)의 기능과의 유

사성을 토대로 목표영역(프리모마이크로세포)의 이름이 정해진 이 은

유는 양 영역의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A 

연구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산알의 현대적 응용 가능성

을 강조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20)

19) 성체 줄기세포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embryo stem cell)나 체세

포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드는 역분화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배아의 파괴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와 유

전자변형의 안전성 문제로 임상치료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20) A 연구진이 산알을 마이크로세포라고 학계에서 처음 명명한 시기는 2005년경

으로 추정된다. 2005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ISLIS(International 
Society of Life Information Science) 심포지엄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의 제

목은 “성체줄기세포의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기원으로서의 자연발생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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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모관계에서 HAR-NDS로: 선행 연구진들과의 단절 선언

2010년 이후 프리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대부분의 연구자와 달리 

B 연구진은 봉한체계의 기능 탐색을 본격 추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HAR-NDS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 

앞에 프리모(또는 봉한) 대신 HAR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즉 프리모노

드는 HAR-N, 프리모관은 HAR-D, 프리모액은 HAR-L(Liquor), 프리모

관계는 HAR-NDS로 대체됐다. 또한 프리모마이크로세포는 HAR-N과 

HAR-D 내부의 줄기세포라는 의미에서 NDSC로 명명했다. 

이 같은 개명은 연구진이 2012년부터 발표해온 세 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먼저 연구진은 봉

한체계와 “유사한 구조물(similar structure)”을 발견했는데, 이는 봉한체

계와 “동일하지 않아 보이는(might not be the same)” 것이어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Rai et. al. 2015, 2243-2244). 또한 프리모관계는 

A 연구진이 봉한체계에 다시 이름을 붙인 것으로 그 기능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암의 전이통로나 경락체계에 연관돼 있으며, 이와 달리 B 

연구진은 면역기능과 성체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ai et. al. 2015, 2254-2255). B 연구진이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이 주장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연구진의 첫 논문(Kwon et. al. 2012)에서는 새로운 명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논문의 서론은 김봉한 연구진의 발견 내용을 요약하고 A 연

구진이 봉한체계를 프리모관계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다는 설명이 나

온다. 또한 B 연구진은 앞선 연구진들을 따라 실험을 반복해

(duplicate) 큰쥐의 장기표면과 림프관 내부에서 “봉한관”과 “봉한소체”

를 발견했으며,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통해 이들이 혈관과 림프관과

세포”였다(Kim 201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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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논문의 핵심 결과 가운데 하나는 봉한소체 내에서 여러 종류의 면

역세포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림프관 내에서 주로 발견

되던 면역세포가 일반적인 비율과는 명확히 다르게 분포하고 있었

다.21) 이 보고는 김봉한 연구진이 봉한소체 내에서 조혈세포나 간장

세포를 발견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었다. 또한 봉한체계 

내에서 비만세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를 일부 발견하는데 

그친 A 연구진의 논문(Lee et. al. 2007)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다만 앞선 연구진들과는 달리 B 연구진은 산알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명은 두 번째 논문(Hwang et. al. 2014)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B 

연구진은 서론에서 첫 논문의 경우 히알루론산을 염색하는 약물인 알

시안-블루(Alcian-Blue)를 처리해 봉한체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제

부터는 봉오리 구조물과 관다발을 가리킬 때 봉한(또는 프리모) 대신 

‘히알루론산이 풍부한(Hyaluronic Acid-Rich)’이라는 의미에서 HAR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HAR은 두 번째 논문에서 새로운 발견을 근

거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었다. 또한 연구진이 첫 논문에서 밝혔듯

이 봉한체계 내에 히알루론산이 풍부하다는 점은 김봉한 연구진의 논

문에서 이미 제시된 사실이었다.22) 그렇다면 HAR-N과 HAR-D는 결

21) 연구진이 봉한소체 내에서 발견한 면역세포로는 조직구(53%)가 가장 많았고 

비만세포(20%), 호산성백혈구(16%), 호중성백혈구(5%), 림프구(1%)가 뒤를 이

었다. 이 가운데 비만세포는 림프노드에서보다 20배 이상 많이 발견됐고, 림프

액에서 99% 이상을 차지하는 림프구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22) 경락연구원(1965a)에는 토끼의 혈관 내 봉한관에서 히알루론산의 양을 측정한 

결과 간장에 비해 몇 배 많으며 소의 정충에서의 함유량과 비슷하다고 보고돼 

있다. 다만 봉한관 내부에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은 없다. 한편 봉한체계를 찾는데 알시안-블루라는 염색약을 활용한 사례는 이

미 A 연구진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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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봉한소체와 봉한관과 동일한 생체조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논문에서 새롭게 보고된 과학적 내용은 혈액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의 줄기세포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작은쥐의 혈관과 

림프관 내, 그리고 장기표면에서 확보한 HAR-N에서 조혈세포의 전구

체는 물론 이 전구체 이전 단계인 다분화능(pluripotent) 줄기세포23)의 

존재가 확인됐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찾지 못한 성체 줄

기세포의 유력한 저장소가 바로 HAR-NDS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첫 논문에서 조혈 줄기세포로 추정되는 미성숙 세포를 소량 발견했다

고 보고한 것에 비해 큰 진전이었다. 

HAR-NDS에서 발견된 줄기세포는 세 번째 논문(Lee et. al. 2014)에서 

NDSC라고 명명됐다. 이름 자체로는 발견 장소 외에 별다른 정보를 주

지 않는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보여주는 

실험결과가 제시됐다. 이전까지 과학계에서는 성체에서 ‘배아 줄기세포

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줄기세포(VSEL, Very Small Embryonic-Like 

stem cell)’가 골수나 탯줄혈액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B 연

구진은 NDSC가 VSEL보다 100배 이상 많이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또

한 NDSC가 실제로 생체의 손상된 부위에서 새로운 세포로 자라는, 즉 

줄기세포 고유의 분화 기능을 확인했다는 점도 밝혔다. 허혈성 뇌손상

을 일으킨 작은쥐의 꼬리 정맥에 자체 배양한 NDSC를 주입하자 5주 

후 손상 부위에서 실제 뇌세포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논문 내용은 앞선 연구진들에 비해 얼마나 새로

울까. 주로 해부학적 구조 규명과 암세포 전이통로의 가능성에 치중

한 A 연구진에 비해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점은 

23) pluripotent라는 용어는 multipotent와 함께 흔히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을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우리말로는 각각 다분화능, 부분분화능 등

으로 불리지만 명확히 통일되지는 않았다. 개념적으로는 다분화능이 부분분화

능에 비해 좀더 많은 세포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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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차이가 있다. 다만 김봉한 연구진의 주장에 비해서는 뚜렷이 구

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김봉한 연구진의 주장 일부를 현대 생

물학의 지식과 기법을 동원해 재확인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김봉한 연구진은 다섯 번째 논문(경락연구원 1965c)에서 봉한소체

가 현대 관점에서 ‘줄기세포의 저장소’라는 점을 시사하는 실험을 수

행했다. 즉 토끼에 빈혈을 일으킨 후 내봉한소체의 변화 양상을 관찰

한 결과 내부에서 적혈구의 형성이 왕성해졌으며 내봉한소체의 크기

와 수가 증대했다고 보고했다. 물론 이 같은 변화의 원천은 적혈구의 

산알이었다. 적혈구가 분열돼 만들어진 산알이 체내 손상 부위에 몰

려가 다시 적혈구로 자라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B 연구진은 손

상 부위가 다를 뿐 HAR-NDS(봉한체계)가 세포의 갱신 작용을 담당한

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갱신의 주역은 산알에서 NDSC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B 연구진은 A 연구진과 달리 ‘HAR-NDS는 봉한체계’ 은유

를 사용하지 않았다. ‘HAR-NDS는 프리모관계’ 은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HAR-NDS라는 이름은 최소한 경락체계와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않게 됐다. 실제로 B 연구진에게 경락체계는 김봉한이나 A 연구

진이 관심을 가진 대상이었을 뿐 자신의 탐구 대상이 아니었기에 세 

편의 논문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산알

의 존재와 기능은 세포발생설에 입각한 현대 생물학의 지식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Rai et. al. 2015, 2255). 비록 HAR이

란 용어의 의미와 NDSC의 치료 원리가 김봉한 연구진으로부터 도출

된 것이지만, B 연구진은 새로운 명명을 통해 앞선 연구진들과의 경

계화 작업을 적극 시도했고,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이 작업을 더욱 공

고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신의 생물학 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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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적 고찰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연구진은 동일한 생체조직에 대해 제

각기의 이름짓기를 시도해 왔다. 경락체계, 봉한체계, 프리모관계, 그

리고 HAR-NDS 등의 이름은 모두 연구진별로 획득된 새로운 실험결

과를 근거로 부여됐다. 하지만 현대 연구진의 논문에서 제시된 명명

의 근거는 기존 이름과의 차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김봉한 연구진이 발표한 5편의 논문은 당대 서구의 생물학적 지식

은 물론 의학적 치료의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

고 있었다. 출발은 한의학의 경락체계에 대한 물질적 실체 규명이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성과는 서구 생물학의 거의 모든 세부 분

야에서 새롭게 적용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24) 하지만 1966년 

경 부터 연구진은 북한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관련 연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가 시사하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분야가 정립될 가능성 역시 사라졌다. 새로

운 생체조직에 발견자의 이름을 부여해 세계 생물학계에 우선권을 널

리 알리려던 시도도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5편의 논문은 현대 과학계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최근까지 현대 연구진은 재현실험에 

꾸준히 매진해 왔다. 어쩌면 김봉한 연구진은 물론 현대 연구진은 제

각기의 명명을 통해 이름의 “세례”(Powell et. al. 2007)를 받으며 ‘봉한

학’이나 ‘프리모학’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정립을 기대했을지 모른

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연구진의 명명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정착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4) ｢로동신문｣ 1965년 10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10월 4일-8일에 진행된 학술발

표회에서 이론생물학, 유전학, 세포학, 발생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해부

학, 조직학, 병리학 등의 분야에 걸쳐 60여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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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 연구진의 명명 과정을 거치면서 김봉한 연구진의 핵심 내

용은 점차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현대 연구진의 대부분 논문에는 김봉한 연구진이 사용하던 

‘봉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었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동원해 새로운 생체조직을 발견했기에 서구 학술지에 성공

적으로 논문이 게재돼 왔지만, 그 조직이 봉한체계의 일부이고 봉한

체계는 경락체계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서구 과학적 지식에 비춰 폭넓

은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을 것이다. 심지어 한의학계에

서도 이 은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부

의 경혈 위치에서 봉한소체와 이와 연결된 봉한관을 찾았다 해도 이

들이 내부 장기에 복잡하게 퍼져 있는데다 다순환체계를 이룬다는 김

봉한 연구진의 주장은 전통 한의학의 지식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한의학계로서는 봉한체계가 경락체계의 실체를 탐구하는 데에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의 생체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다. 

A 연구진이 채택한 프리모라는 용어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진의 논문 등에는 여전히 

‘프리모관계는 봉한체계’ 은유가 표현돼 있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봉

한체계는 경락체계’ 은유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

소될 수는 없었다. 

한편 A 연구진의 ‘프리모마이크로세포는 산알’ 은유는 당초 김봉한 

연구진이 제시한 산알의 구조와 역할이 새롭게 규정돼 나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DNA가 주성분인 과립으로서 세포로 자라거나 

세포에서 분할되는 산알은 후속 연구진에게 점차 (줄기)세포로 그 의

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었다. 실제로 김봉한 연구진과 A 연구진의 

성과를 리뷰한 논문(Vodyanoy et. al. 2015)에서는 프리모라는 용어를 

좀더 세세히 적용해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락연구원(1965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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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알에서 가운데 검게 보이는 DNA 부위는 “산알체”, 그 주변에 

밝게 보이는 RNA 영역은 “산알형질”이라고 명명돼 있다. 이와 달리 

산알체를 프리모마이크로세포 뉴클레오좀, 산알형질은 프리모마이크

로세포 뉴클레오플라즘으로 부르자는 것이다.25) 이 제안에 따른다면 

원래 의미가 DNA 과립이었던 산알은 줄기세포와 연관된 세포로 명

확히 변화되는 것이다. 프리모마이크로세포라는 용어는 성체 줄기세

포의 기원을 규명할 가능성을 적극 시사할 수 있겠지만, 세포발생설

이나 세포 내 DNA의 역할 등 생물학계 정설에 도전하던 김봉한 연

구진의 주장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고

착화된다면, 산알을 세포라 부르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라 

할지라도, 리브스(2010, 85)의 지적대로 “압축하기”로 만들어진 프리모

관계라는 논쟁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 

B 연구진은 앞선 연구진과 달리 새로운 생체조직에 대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학적 분포 특성을 반영한 HAR이라는 용어

를 채택했다. HAR-NDS 내부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을 

세포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서 세포는 현대 생물학계에서 관심이 집중

돼 있는 다분화능 줄기세포였다. 하지만 HAR-NDS는 이름만 다를 뿐 

여전히 봉한체계를 의미했다. 만일 줄기세포 분야에서 B 연구진의 논

문이 인용될 경우 봉한체계와 산알 대신 HAR-NDS와 NDSC라는 용어

가 채택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B 연구진의 출발점이던 봉한체계,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경락체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계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될 때 발견의 내

용과 발견자의 판단에 따라 제각기의 이름이 부여되는 일은 자연스럽

25) 생물학에서 뉴클레오좀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염색체의 기본 단위이고, 
뉴클레오플라즘은 핵 안에서 뉴클레오좀 주변을 구성하는 핵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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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봉한학설 관련 명명 과정을 볼 때, 새로운 이름은 때로는 

은유 과정을 통해 원래의 의미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이름이 후속 연

구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

제로 김봉한 연구진이 발견한 생체조직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럿이어

서 그 후속 연구에 도전하려는 과학자들에게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Kang et. al. 2016, 304)이 나왔다.

봉한학설의 진위 여부는 아직 논쟁적인 사안이며, 현대 연구진의 

재현 시도가 계속될수록 전혀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어쩌면 

봉한학설은 그 출발점이 한의학의 경락체계라는 이유에서 현대 생물

학계에 수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숙명을 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

렇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봉한학설과의 경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이

름짓기가 점점 많이 시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연구진의 성

과와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탐구는 수사학의 

몫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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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names and metaphors for scientific discove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naming the meridian system

Kim, Hoongi (Hongik Univ.)

In the 1960s, a research team led by Kim Bong-Han in North Korea 
argued that the body circul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oriental 
medicine’s meridian system actually exists, and sanal which causes 
renewal of the cells, flows inside of that system. In the 2000s, modern 
research teams succeeded in reproducing the Bong-Han System and 
subsequently attempted to make new names for it. The meridian system 
was renamed the Bong-Han System, Primo Vascular System, HAR-NDS, 
with each new name reflecting new scientific discoveries. From a 
metaphorical point of view, the Bong-Han System meant new biological 
structures different from acupoints or meridians, but the boundary work 
against the meridian system was imperfectly done. The Primo Vascular 
System appeared to differentiate from the Bong-Han System, but it was 
still linked to the concept of a meridian system. Compared to these 
cases, HAR-NDS was a name attempted for demarcation without 
metaphor, but the content wa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ong-Han 
System. This case study offers profound rhetorical insights into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new names generate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주제어: 이름짓기, 은유, 경락체계, 봉한체계, 프리모관계, HAR-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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试论中国重庆方言在嘻哈说唱音乐中的语言修辞特点

- 以词汇、语音为例 -

陈承(韩国外大)

罗敏球(韩国外大)

1. 序言

中国地域辽阔，各地区使用的语言各有不同的地域特色，形成了与普

通话有区别的语言地方变体。重庆地区的方言是属于北方方言-西南官话-川

黔片—成渝小片这㊀支，由于历史和地理的原因，重庆地区形成了极具特

色的地域方言和文化，并且体现在了重庆地区的流行文化当中。随着近几
年国外嘻哈流行文化和嘻哈流行音乐的传入，在中国国内嘻哈说唱音乐也

逐渐从地下状态转出，出现在大众视野。2017年中国内地开播首个嘻哈说
唱音乐选秀节目《中国有嘻哈》，吸引了不少年轻人的目光。在这档音乐
选秀节目中，进入最后12强选手名单中就有三位来自重庆的说唱歌手—GA

I、Bridge、鬼卞。他们演唱的形式、演唱的内容都带有浓厚的重庆气息。
由于嘻哈说唱音乐文化在中国国内日渐盛行，开始有不少研究开始分

析这种流行文化现象。根据资料搜集，涉及到语言的研究主题大致可以分

为两个部分。第㊀种主题是对嘻哈文化本土化的讨论。如宋莹蕊和孟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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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都是从音乐选秀节目《中国有嘻哈》着手分析嘻哈音乐的本土化

特征，以及给予嘻哈文化本土化未来的发展建议，在语言本土化方面都提

及到了方言嘻哈说唱的蓬勃发展。陈敏（2014）在分析嘻哈音乐本土化

时，认为除了方言嘻哈说唱的发展，还有㊀个特点就是语言的混杂现象。
夹杂着英语、韩语等外语的嘻哈说唱音乐作品，较多出现在港台地区。但

其实现在大多数的嘻哈说唱音乐作品中，多多少少都会出现这种情况。
还有㊀种研究主题是站在社会语言学角度下分析方言说唱，是许之

所、宋葳（2007）从由系统功能语言学家Hasan提出的语篇体裁理论和由

Reid提出的语域理论出发，认为武汉的方言说唱音乐是㊀种“独特的语篇

体裁变体”，是由上述两种理论共同作用而诞生的产物，并且具有独特的

武汉方言语言特征。
韩国学界对于嘻哈说唱音乐的分析研究主要集中在K-POP韩流音乐的

方向上。韩国近几年来也有很多音乐选秀类节目非常火爆。学术界针对嘻
哈文化大热的现象，进行了很多分析研究。例如양우석（2012）的「한국 

랩의 형성과 케이팝의 발전」，김치정（2018）的「힙합 랩을 활용한 

현대시 창작 교육」等等。
本文研究主要以重庆方言的词汇和语音为切入点，分析现当代中国重

庆方言在青年人之间流行的嘻哈文化和嘻哈音乐当中体现出来的语言修辞
特色，讨论重庆地域文化带给这种流行亚文化的发展空间，并探究使用重

庆方言的嘻哈文化的发展展望。

2. 嘻哈说唱音乐在中国的历史

嘻哈，英文名称为Hip-Hop，根据英汉词典的解释，Hip意为“臀部”，
Hop有“双足跳跃”这样的解释（王玉章等译 2009, 1381）。嘻哈文化是从
美国非裔黑人中诞生出来的。作为嘻哈文化当中的㊀支“队伍”，嘻哈说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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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乐的发展历史与在中国国内的发展情况也是值得关注的。

2.1 嘻哈说唱音乐的来源

㊀般认为嘻哈文化是在20世纪60年代从美国纽约的黑人聚集区布朗

克斯区产生的，是黑人群体在放松娱乐时创造的产物。嘻哈说唱音乐，又

叫饶舌（rap）音乐，Rap是㊀个黑人俚语，相当于“谈话”，意为有节奏地

说话。可以看到，嘻哈说唱音乐的诞生是受到了社会环境、文化天赋两种
因素的共同作用而生的产物。由此说唱音乐成为了嘻哈文化当中的㊀支。
嘻哈文化中还包括“霹雳舞”、涂鸦1)、DJ打碟。

随着美国社会环境逐渐缓和，嘻哈说唱音乐逐渐也开始进入美国大众
文化视野里。20世纪70年代，嘻哈说唱音乐正式确立了自己的风格（韩笑 

2013, 87-88）；20世纪80、90年代，说唱音乐已经在美国人的心目中成为
了嘻哈文化的典型代表（马小玲 2014, 10）；到了21世纪初，嘻哈说唱

音乐已然成为了现今世界上最流行的音乐类型之㊀。现在嘻哈说唱音乐不

断发展，衍生出了包含西海岸说唱音乐、南部说唱音乐、流行说唱音乐、
黑帮说唱音乐、另类说唱音乐等多种多样的分支。

2.2 嘻哈说唱音乐在中国的发展

随着全球化进程的推进，文化输出和输入通过互联网等发达的通讯手

段也得到了迅猛发展。嘻哈文化也由此传入了中国。1984年前后，美国有

名的嘻哈电影《霹雳舞》（Breakin）在中国上映，已经吸引了当时很多

年轻人的目光。到了20世纪90年代，日本、韩国的嘻哈文化蓬勃发展（陈

 1) 涂鸦：英文名为Graffiti，是㊀种视觉字体设计艺术，配上艳丽的颜色让人产生强

烈的视觉效果的和宣传效果（参考百度百科词条：https://baike.baidu.com/item/%E
6%B6%82%E9%B8%A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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敏 2013，162-165），嘻哈文化经由邻近国家传入中国，产生了㊀批“哈

韩”、“哈日”的青年粉丝团体。到了21世纪初，港台嘻哈说唱歌手在青年

学生当中流行起来，如周杰伦、潘玮柏、哈狗帮等，他们的音乐风格也影

响着中国内地的音乐风格。但是中国内地的本土嘻哈歌手并不占据主流优
势，由于大陆嘻哈音乐真正流行的时间较晚，青年学生喜爱的嘻哈说唱音

乐主要还是以欧美、港台、日韩歌手的作品为主。
2017年，由爱奇艺网络视频平台制作的㊀档网络音乐选秀类节目

《中国有嘻哈》在网络上走红。从首播的6月24日到9月中旬，《中国有嘻
哈》在网络上的总播放量达到了25亿次，每㊀期播放量都高达2.7亿多

次。在网络各大论坛中引起了热烈的话题讨论。光在新浪微博里就有3000

万相关话题讨论量和65亿次的阅读量，成为了2017年网络综艺之最。
在《中国有嘻哈》节目当中，有多位选手来自方言地区，也有如GA

I，Bridge，欧阳靖等人使用方言进行说唱。参加节目的方言说唱歌手，不

仅宣扬了他们自己理念当中的嘻哈说唱音乐，更是通过互联网将方言地方

特色推向了全中国。历时三十年，中国的嘻哈说唱音乐逐渐从地下状态转
出，逐渐登上主流文化的舞台，并受到了广泛的喜爱。

2.3 嘻哈说唱音乐在重庆地区的发展

从历史上看，重庆是㊀个具有特殊文化环境的城市。从东晋的《华阳
国志·巴志》当中记载的“其民质直好义，土风敦厚”可见这里的民风朴

实。因为位处长江、嘉陵江边，明代时就在重庆的老城区内建筑了17道

门，除了通远门之外，每㊀道城门都能通到江边。并在江边建筑了码头，
以便货物运输进城（邓晓 2007，121-125）。到了清代，因为清朝政府与
列强帝国签订了㊀系列丧权辱国的条约，光绪时期，重庆因为其地理位置

被开设为商阜，成为了向外国人开放的内陆通商口岸之㊀。
随着改革开放的不断深化，西方传入的青年亚文化现象也在中国不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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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传开来。重庆的嘻哈文化就得以在很多夜场、酒吧、夜总会等地下文

化2)聚集地得以传播。在今天重庆的黄桷坪有㊀条长达1公里多的涂鸦
墙，由众多画家、涂鸦艺术家、学生参与制作而成；并且在重庆还流行在

小型的演出场所里进行嘻哈说唱音乐的演出或是battle表演。嘻哈文化之

所以能够在重庆地方流行开来，与重庆的地域历史文化是分不开的。重庆
地区因其特殊的码头文化及“山城”文化，民风朴实的重庆人具有了浓厚的

江湖味道。正如凤凰周刊㊀期关于重庆嘻哈的专题报道中所说的那样：
“㊀定程度上，是重庆塑造了重庆嘻哈歌手的的底色——方言说唱、凶

狠、直接，以及极具地方特色的市井味道。3)”重庆地区已然做大做强的

嘻哈音乐厂牌应数GO$H，下属许多嘻哈歌手都是使用重庆方言演唱。

3. 重庆方言说唱音乐的语言特征

中国重庆地区的嘻哈说唱音乐具有了鲜明的地域特色。这种特色重点

凸显在了嘻哈说唱音乐当中的语言特征。通过对重庆说唱歌手作品歌词的

收集整理，本章将从词汇、话语主题以及语音三方面切入，剖析重庆说唱

音乐的语言特征。

3.1 词汇更加丰富多样

对于重庆方言词汇考察较为全面的是易忠的<重庆方言词汇概说>

 2) 地下文化（包括地下音乐）指的是㊀种特立独行的自我表达文化方式，这种表达
方式没有被主流文化所认同并接纳，且不同于主流的商业机制（参考百度百科词
条：https://baike.baidu.com/item/%E5%9C%B0%E4%B8%8B%E9%9F%B3%E4%B
9%90/90297）。

 3) 摘自凤凰网络周刊：http://www.ifengweekly.com/detil.php?id=4681。



<表1> <凡人歌>歌词统计
歌词部分 歌词内容 比例

重庆方言

烈马长枪

14%

江东父老

长生不老

巍巍河山

光明磊落

赶尽杀绝

普通话
㊀往无前虎山行，拨开云雾见光明，

梦里花开牡丹亭，幻象成真歌舞升平。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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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忠 1992，51-59），当中对复杂的重庆方言词汇进行分类，并分析当
中具有的重庆特色文化。还有其他分类研究较细致的几篇论文。本文将结
合GO$H音乐厂牌下较为热门的GAI、Bridge两位歌手的作品作为语料资
源进行分析。

3.1.1 具有“江湖”气息的词汇

由于重庆特殊的码头文化和拉帮结派的生活习惯，重庆地区形成了㊀

种追求古典中国里“江湖”气息的生活美学。在许多文学作品当中，“江湖”

的引申义可以用来指民间英雄、侠客活动的地方，是能够体现仗义、正

义、武功高强的地方。这也很好地体现在了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
当中，其中以GAI的音乐作品当中最为热门。以下是对GAI几篇作品当中

的歌词的拆分分析。
<凡人歌>是由GAI和中国有嘻哈的导师张震岳、MCHotDog还有歌手

BooM黄旭共同演唱的作品，GAI使用重庆方言演唱的部分共213个字，
139个词。其中具有“江湖”特色的部分，共占GAI使用重庆方言演唱的部

分约14%。并且在使用普通话部分当中也具有追求梦里“江湖”幻境的意

味。如表1所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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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干物燥>共400个字，排除掉当中的英语共384个字，共261个词。
其中具有“江湖”特色的词汇共43个，约占16.4%，表现出人生路上与人交

往的㊀种阔达态度。如表2所示。

另外，在GAI的<苦行僧>、<万里长城>等，Bridge的<老大>、<长
河>、<不信命>等作品当中也能看到表达追求属于自己人生道路上的“江

湖”意境的词汇也有很多，这里就不㊀㊀列举了。

3.1.2 地域特色的助词系统

重庆方言中具有地域特色的助词系统，例如语气助词、结构助词也是

非常多的。现在的研究没有相对完整地研究重庆方言的助词，而是集中在

单个助词的研究。以下将统计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当中出现的具

有方言特色的例子。
在很多使用重庆方言演唱的嘻哈说唱音乐当中，出现了以下的重庆方

言的助词使用现象：

<表2> <天干物燥>歌词统计
歌词部分 歌词内容 比例

重庆方言

部分

天干物燥，小心火烛

16.4%

人生漫长
翱翔天际

俯瞰人间炼狱
监守自盗
有仇必报
锋芒毕露

道不同不相为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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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来跟到跳。（<火锅底料>）
(2) 吃不完的火锅油扯起拿来撒。（<火锅底料>）
(3) 久走夜路要撞鬼，跑都跑不脱。（<菜商卡头和车手>）

由上述例句可见，句子当中的“到”、“起”可以替换成普通话当中动态
助词“着”，都作补语来表示动作的状态，例如“跟着跳”、“跟着冒”、“扯
着”等等。还有其他的动态助词如例句（3）当中的“脱”，其语法功能基本

相当于“了1”，可以看得出来，在这些音乐作品当中，使用的词汇也非常

具有重庆特色。
在重庆方言当中，语气助词也是非常丰富的。如GAI的音乐作品当

中，有：

(4) 皮包头空类，说话语气都变弱。（<没钱咋个整>）
(5) 啷个去搞耶，啷个去搞耶。（<不信命>）
(6) 那些滴酒不沾哩，都与老子无关。（<Iphone>）

在上述例句当中，重庆方言当中的语气助词“类”、“耶”、“哩”，其他

还有“嘛”、“老”（这里的“老”可以看作是普通话“了”的重庆语音变异）等

都表示比较轻快的陈述或是反问。

3.1.3 其他重庆本地的专有词汇

重庆本地的专有名词大概体现为重庆的地名、特有菜名等。在很多饶
舌音乐当中，能看到很多重庆市的地名。例如：

(7) 丰都江边过鬼门。（<重庆魂>）
(8) 解放碑朝天门，风水好帮你修座门。（<重庆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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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嘉陵到湘江，再走㊀遍。（<长河>）
(10) 莫打听七星岗闹不闹鬼。（<天干物燥>）

“丰都”是在长江下游北岸的㊀座县城，以多种“阴曹地府”当中的人物

造型和建筑风格出名。“解放碑”、“朝天门”、“七星岗”都是重庆市内的有

名的观光景点。“嘉陵江”是长江上游的㊀条支流。这些地名都是重庆的

“招牌”，能够让听众很快地进行联想。
还有很多关于重庆的菜名，例如：

(11) 鸭肠、毛肚儿，配起才是最烈哩美味儿。（<火锅儿>）
(12) 小面等到他去煮。（<掐死大象的蚂蚁>）

重庆是属于中国四大菜系之㊀的川菜，地道的重庆菜又被叫作“江湖

菜”。并且，重庆的火锅吃法受到了古时候码头工人们的豪放吃法，主要

以“下水”4)为主要烫涮食材，形成了独特的食品文化风景线。所以如例句

（11）当中的鸭肠、毛肚是在吃火锅、麻辣烫等的必备品。例句（12）当
中所提到的重庆小面也是非常出名，是重庆有名的传统小吃。

在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当中，还包括了很多重庆方言当中特

有的人称代词。“老子”、“妈老汉”、“婆娘”等。
从上面对于具体歌词的分析当中看出，使用重庆方言演唱的嘻哈说唱

音乐具有很多重庆特有的表达形式。㊀方面体现了方言歌手们对于重庆本

土的热爱和自豪之情，㊀方面也能体现出他们对于使用重庆方言演唱嘻哈

说唱音乐的自信感。

 4)下水：指动物的内脏。



72 수사학 제 34집 

3.2 更贴近美国嘻哈说唱乐的话语主题

嘻哈文化经常会使用夸张、比喻等手法来表达自己，譬如涂鸦艺术作

品会用“无所不用其极的夸张技法，将自己心里想到的、脑海中浮现的、
眼里看到的表达出来”（康娟 2013，278-280）。嘻哈说唱音乐亦是如

此。通过能够淋漓尽致地表达自我，将自己的所闻所见以及所感表达出

来。表达出来的东西就是这个作品的话语主题。嘻哈说唱音乐当中，可以

明显地看到有以下两方面的话语主题：社会帮派和自我标榜。这与美国嘻
哈说唱文化具有分不开的关系。

3.2.1 重庆混社会与美国Gang文化

前文提到，重庆人因为长期生活在拉帮结派的社会环境中，形成了㊀

种追求“江湖”的生活美学，与美国的黑帮文化有很多类似之处。所以当体
现在嘻哈饶舌音乐作品时，其话语主题也会经常与此挂钩，或者是有所体
现。

在GAI的作品<重庆魂>当中就有蕴含着有关于“混社会”的主题在内，
充满了社会当中混社会的人具有的桀骜不驯的模样。例如：

(13) 抢地盘，夹毛居……老子在街上横起走，想搞我的你要么请你举
手。我晓得你们心头憋起恼火，又不敢搞我那就活该你们讨口。
（<重庆魂>）

例句（13）当中的“夹毛居”意为“故意刁难”，是㊀种比较地道的说
法。“讨口”意为“要饭、乞讨”。这㊀句歌词当中传递出来浓烈的“混社会”

的意味，表现了桀骜不驯的模样。不过，现在由于相关政策的原因，越来
越多的嘻哈说唱歌手都有所收敛，歌词内容由表现消极的自我呐喊，转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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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弘扬前进、鼓励向上、戒除恶习等内容。
美国的嘻哈说唱音乐当中也有不少属于这些帮派主题的作品。例如著

名美国嘻哈说唱歌手2Pac的<California Love>的歌词当中就会有“保释出

狱”、“弱肉强食”这样的词汇，体现了20世纪90年代美国匪帮猖獗的年代

特色。当然还有不少作品当中都能看到美国帮派的身影。所以，综上所

述，重庆嘻哈说唱音乐当中的“混社会”与美国的gang文化有很多类似的地

方。

3.2.2 自我标榜的主题

自我标榜的意思即为有时会过分地夸耀自己的所作所为，向他人吹嘘
自己。这在美国的嘻哈文化当中是非常常见的。例如近两年大热的女说唱

歌手Cardi B在<Bodak Yellow>里就有夸耀自己赚钱能力的语句，类似的

内容在很多说唱音乐作品当中都有。在重庆，受到了外来文化的影响，再

加之重庆地区的人民脾性火爆，思想朴实等特点，在很多嘻哈饶舌音乐当
中也能看出相类似的主题内容。如：

(14) 我位置在高处，不需要言语……天赋太高都是我的错，锋芒毕露

都是我的错，我优点太多都是我的错……(GAI <天干物燥>)

如同例句（14）当中所示，歌者对于自己的天赋、能力具有很强的自

信感。根据上文的分析，本文猜测，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以自我

标榜作为话语的主题中心与重庆人的生活习性有紧密的联系。

3.3 语音要素更贴近嘻哈说唱音乐的特性

重庆方言与普通话最能形成差别的是重庆方言的语音系统。众所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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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普通话当中包含了23个声母和24个韵母，而钟维克的数据统计分析

（钟维克 2005, 118-118），重庆方言包含了20个声母和37个韵母，并具

有了舌尖前后音区分不清的特点。由此看来，重庆方言在语音方面是具有

特殊性的。
首先是重音。尤春卉认为，“在音乐旋律中，重音就是节拍，是节

奏，它是旋律能够跳动起来的基础。”（尤春卉 2004, 38）当重音和轻音

交替出现的时候，并且呈㊀定规律出现，人们就能够明显听出对比，即形

成了节拍。现在在研究学界针对普通话的轻重音研究还存在有争议。在重

庆方言当中，有研究者认为，“重庆方言的重音常常在语句的前面，从而

形成语势呈下甩的趋势”（胡晓东 2012, 57－68）。例如，在GAI的音乐
作品“长河”等中，确实能感知到这㊀种走势。在嘻哈说唱音乐中，对于节
拍的把握要求是非常高的。《中国有嘻哈》导师吴亦凡曾在节目当中有对
嘻哈说唱音乐当中的重音进行分析，认为㊀般来说处于句子中奇数位置的

音节是白人音乐和亚洲嘻哈说唱音乐的重音点，而偶数位置的音节为黑人

嘻哈说唱音乐中的重音点。GAI在演唱<天干物燥>时却能很好地运用重庆
方言将重音放在句子中的偶数位置，譬如说：

(15) 天干物燥，小心火烛。

GAI的演唱中可以听出重音放在了“干”、“燥”、“心”、“烛”，突破了

㊀定的语言重音局限性。
受到重音的影响，韵律也是体现嘻哈说唱音乐中重庆方言的语言特

色。每㊀个重音的所在位置就是体现了其中韵律的地方。在Bridge的<掐
死大象的蚂蚁>当中，因为将重音放在了奇数位置上，前句和后句也通过
排比在重音位置押韵。根据统计，在重庆方言中的韵母数量比普通话的

多，这也就给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歌手创造了使用更多同音或类似音

的韵母去押韵。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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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为了身外物人变成了魔，读过的书啃过的馍，求神拜佛不如知足

常乐。(Bridge <你猜我猜不猜>)

例句（16）的这㊀句歌词当中，“馍”和“乐”在普通话里的韵母是不同

的，但在重庆方言当中都发[o]的音。所以在重庆方言当中是押韵的。

4. 重庆方言说唱的未来展望

前文提到，在中国发展的嘻哈说唱音乐的本土化问题已经被多为学者

注意并开始研究。由适应本土化开始，使用重庆方言演唱的嘻哈说唱音乐
在中国的发展道路是引人深思的。㊀方面作为亚文化的㊀种，嘻哈说唱音

乐的发展道路在与主流文化的融合方面有不少限制因素，更别提其中的方

言说唱音乐。另㊀方面，重视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不断引导作

品发展，能够相较其他方言说唱更能发挥出好的作用。

4.1 发展限制因素

由于网络综艺节目的推广作用，嘻哈说唱音乐在中国的流行传播范围
愈发广泛，传播主体主要是青年人群体。各地的方言说唱音乐也逐渐吸引

了观众们的眼光。但是在预估这㊀亚文化未来发展情形时，有以下几个因

素会成为限制因素。
首先，嘻哈文化与主流文化的内核稍显违背。这是㊀个大的文化环境

问题。众所周知，当代中国人的观念也或多或少受到了中国历史流传下来
的传统价值观和政府所宣扬的主流价值观的影响。中国人历来宣扬仁、
义、礼、智、信等美德，崇尚中庸，从而形成了中国人委婉的言语主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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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观嘻哈文化，受到了西方自我标榜的思想影响，常为宣扬自己，直抒胸

臆。这样的嘻哈文化传播进入中国时，不仅会有受众范围的局限性，还有

对传统文化的侵蚀性。另㊀方面，如同陈岩所担忧的㊀样，他认为青年亚
文化体现在颠覆性、反抗性等特点，从而不利于社会主义思想道德体系的

建设（陈岩·孙晓琦 2016, 17-18）。这里所说的社会主义的思想道德体
系，中国党政府向来倡导“和谐”的社会主义的核心价值观，提倡“文明、
和谐、自由”等建设目标。而如同前文分析那样，嘻哈说唱音乐当中会有

很多帮派、粗口等内容，显然是与这些价值观有所违背。所以嘻哈说唱音

乐要想更好地在中国发展，首先得要关注其中涉及的思想文化冲突问题。
其次，各种中国方言的嘻哈说唱音乐发展迅猛。这㊀点主要是针对重

庆嘻哈说唱音乐的发展。2018年10月，网络综艺《中国新说唱》（即《中

国有嘻哈》第二季）由新疆说唱选手艾热、那吾克热获得了冠亚军。其

中，那吾克热的<漂PartⅡ>写进了维吾尔语，受到了很多观众的喜爱。
《中国新说唱》节目中还有其他四川、重庆地区的说唱选手，其他比赛舞

台上还出现了吴语、粤语、闽南语等说唱作品。在这样的㊀个发展态势
下，重庆嘻哈说唱音乐要如何在方言说唱大军中凸显特色，也是㊀个值得

思考的问题。
并且，在发展过程中还要考虑到方言的局限性。方言毕竟还是带有浓

厚的地域色彩，这就决定了使用方言演唱的嘻哈说唱音乐的听众群体相对
来说比较小。搜狐专题曾在调查方言说唱的文章中，引用了《中国新说
唱》5)的参赛选手马俊的采访内容：“我们对这些方言rapper特别尊重，他

们㊀直在传播自己的语言，做㊀些新的传承，这是有价值和意义的。但当
你选择了用自己的语言做这种内容输出的时候，实际上就意味着你放弃了

㊀大部分的普通话的市场。6)”可见，市场盈利问题也是决定是否具有发

 5) 此为《中国有嘻哈》第二季节目的新名称.。
 6) 摘自「《中国新说唱》中那些用方言唱说唱的人」, http://www.sohu.com/a/25909

9874_6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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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空间的因素。由此，作为方言说唱音乐的㊀支，使用重庆方言进行演唱

的作品也得思量受众问题。
从以上三点可以看出，嘻哈文化长期在地下文化当中生存，虽然受到

了㊀定的注目，但是要想从此转出与符合主流文化的现象共存，还是有㊀

定的局限性。

4.2 发展益处

如同前文分析的限制因素那样，无论是使用普通话还是使用重庆方言

演唱，嘻哈说唱音乐都在面临如何更好地融合进入中国的文化市场当中

去。按照现在的情势来看，发展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还是有两点

益处。
第㊀，在语言方面，稳固重庆方言的在该地区的语言地位。随着国家

制定了语言规范，推进了普通话的普及程度，故而有不少方言已经逐渐向

普通话靠拢，不仅方言自身出现了变化，还出现了既不同于普通话也不同

于方言的语言形态。重庆方言也开始发生了变化，使用重庆方言的年轻人

的口音已和老㊀代的重庆方言有了很大的不同，例如：“各”由[kɔ214]变为
[kɤ214]，普通话当中是[kɤ51]，可见除了调值之外，韵母变为与普通话相

同。在这种状态下，年轻人喜欢的嘻哈说唱音乐选择使用重庆方言进行演

唱，似乎可以成为重新激起正确使用重庆方言的㊀种途径。
第二，在文化方面，可以成为推广主流价值观的有效渠道。前文提

到，嘻哈说唱音乐的听众主要是年轻人，这样快节奏、酷炫的音乐形态受

到了他们的欢迎，让年轻人觉得十分酷炫。若是能够将演唱的主题改换成

符合中国党政府㊀直宣扬的“和谐”价值观的内容，嘻哈说唱音乐也能够成

为最为接近年轻人的宣传渠道。这样㊀来，不仅嘻哈说唱音乐的“本土化”

问题能够得以解决，而且在思想文化方面更能成为主流文化的宣传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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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结语

2017年中国内地开播首个嘻哈说唱音乐选秀节目《中国有嘻哈》，
吸引了不少年轻人的目光。在这档音乐选秀节目中，进入最后12强选手名

单中就有三位来自重庆的说唱歌手——GAI、Bridge、鬼卞。他们演唱的

形式、演唱的内容都带有浓厚的重庆气息。由国外传入中国的这种青年亚
文化，就得以在重庆的很多夜场、酒吧、夜总会等地下文化聚集地传播。

分析嘻哈说唱音乐当中的语言修辞现象，主要是分析其中的丰富词汇
和与普通话不同的语音样貌。词汇方面有三点体现。第㊀，具有“江湖”气
息的词汇。第二，具有地域特色的助词系统。第三，具有较多重庆本地的

专有名词，例如地名、菜名以及重庆方言当中特有的词汇形式。并且也能

从歌词当中看到，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乐的话语主题更贴近美国嘻
哈说唱乐的话语主题。

语音也是区别重庆话和普通话的语言要素，本文主要通过分析嘻哈说
唱音乐当中的重音位置，从而分析其重音位置、韵律的使用及分布问题。

当然，作为亚文化当中异军突起的㊀支，使用重庆方言的嘻哈说唱音

乐在发展的时候可能会受到几个限制因素，如何在这种形势下找到发展空

间是仍值得探讨的问题；但这种音乐形态也有发展的价值所在。
这篇论文还有很多不足之处。比如由于对于语音知识的不够全面，对

于语音分析部分不够充足。还有种种问题，希望能够在日后的学习生活中

日渐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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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충칭 방언 힙합 랩 

언어의 수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

- 어휘와 음성을 중심으로-

진승(한국외대)

나민구(한국외대)

최근 힙합 랩은 중국 청년들에게 점차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예능프로

그램에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힙합”(中国有嘻哈), “성광대도”(星光大

道)등. 그 중에 많은 힙합 가수들이 방언을 사용하는데 특히, 총칭 방언, 신장 

방언, 우한 방언, 월 방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방언은 힙합 랩에서 일

종의 언어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인기가 제일 높은 예능프로

그램 “중국의 힙합” 선수 중에서 12위 이내 3명이 총칭 출신 가수이고, 2명이 

직접 충칭 방언을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더불

어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중국 시청자들에게 힙합 문화를 주도한 도

시 총칭도 홍보가 되었다. 본문은 총칭 방언의 사용 양상을 수사적 특징에 초점

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힙합 랩의 역사발전과 현황을 분석한다. 

주제어: 중국, 총칭 방언, 힙합 랩, 수사학, 어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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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은유 형성 및 해석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한국 티브이 광고와 인쇄 광고를 중심으로 -

`

손  뢰 (시안외대)

1. 머리말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소비 욕망을 자극해

서 판매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러한 설득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서 광고문의 작성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것인데, 광

고주가 광고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사법(rhetoric)을 애용한

다. 수사법은 남을 설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데에 효과

적이기 때문이다(김욱동 2012, 5). 본고는 광고문 수사법 중에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은유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은유의 기능

에서 보면 광고 은유는 다른 사물에 기대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직설적이고 노골적 홍보로 인한 

불쾌를 피하는 동시에 완곡한 표현으로서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면

서도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여태까지 광고 은유에 대한 논의는 주로 광고 은유의 유형 및 특

징, 광고 은유의 기능 및 설득 효과, 광고 은유의 의미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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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이루어졌다. 박영준(2003, 2006, 2007), 이재원(2005), 정문용

(2017)에서는 주로 광고 은유를 유형화시켜 각 유형의 언어학적 특징

을 밝혔다. 권인혁(2011), 김욱동(2012)에서는 은유의 기능을 분석하면

서 이를 기초로 하는 광고 은유의 설득 효과를 다루었다. 광고 은유

의 의미 구축 과정을 고찰한 논의로는 张辉 · 展伟伟(2011), 蓝纯 · 蔡

颖(2013), 孙 琳(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의들은 특히 그림 요소 

등 요소의 보조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이 광고 은유 의미의 구축

에 참여하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광고 은유의 형태와 의미 속성에 대해 많이 언

급했지만, 일반 은유와 비교해 볼 때 홍보 기능으로 인해 부각되는 

광고 은유의 특수성에 대해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광고의 홍보 

기능과 직접 관련된 광고주와 소비자의 인지적인 관여에 초점을 맞춰 

광고 은유의 형성과 해석을 다룬 논의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의 홍보 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

이다. 광고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시키고 판매를 유도하는 측이

고,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의 홍보 기능을 염두에 두고 광고 은유를 

해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광고 은유의 형성과 해석에 있어서 광고주

의 의도와 소비자의 예상이 관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광

고 은유의 형성과 해석은 광고 은유를 기획하는 광고주와 해석하는 

소비자에 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이 광고 은유의 형

성과 해석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광고 은유의 

본질을 밝히는 일환으로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광고 은유의 형성과 

해석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홍보 효과를 잘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특히 문자 요소와 그

림 요소의 혼합에 의한 광고 은유의 특수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

이며, 연구 대상은 한국의 티브이 광고와 인쇄 광고 중에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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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만으로 한정할 것이다.1)

2. 광고 은유 형성의 특수성

은유의 형성에 있어서 의미적 충돌은 기본 조건이며, 개념 영역 사

이의 유사성은 은유가 성립되는 기초가 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인식

에 어긋나는 판정이 되는 표현만을 은유로 볼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서로 다른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까지 밝히게 되면 결국 은유로 볼 

수 있게 된다. 광고 은유와 같은 경우는 그의 홍보 기능 때문에 형성

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특수성을 나타낸다. 우선 광고주가 홍보 효

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요소와 문자 요소의 혼합으로 광고의 의미적 

충돌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광고 은유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광고주가 흔히 기능적 유사성에 주안점을 두고 은유를 구축한다.

2.1. 광고 은유의 의미적 충돌

은유는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서로 다른 

개념 영역 사이의 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두 영역의 

결합에 일어나는 선택 제약의 위배(deviation), 즉 의미적 충돌(semantic 

conflict)은 은유 형성의 기본 조건이 된다(束定芳 2002, 98). 

(1) 백과사전은 사전이다. 
An encyclopedia is a dictionary. 

(2) 백과사전은 금광이다.

 1) 광고정보센터 www.adic.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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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cyclopedia is a gold mine. 
(3) 그의 아내는 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His wife had been damaged in a crash.

속성과 기능을 보면 ‘백과사전’은 사전의 한 가지 하위분류이므로 

둘은 같은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1)은 문자적 의미만 표현하

는 문장이며, 이러한 전혀 의미 선택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 문장은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2)에서는 ‘백과사전’과 ‘금광’이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에 속한 개념인데, 둘은 ‘이다’로 ‘병치’하

고 ‘대등’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에 어긋난 것이며 의미적 충돌

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합은 은유 표현이 된다. 마찬

가지로 (3)의 ‘damage’는 원래 물건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

내가 훼손되다’의 결합은 의미 선택 제약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의미

적 충돌을 초래하여 동사형 은유가 된다. 束定芳(2000, 70)에서는 근

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이질성’ 혹은 ‘범주 오인(category 

mistake)’이 은유 형성의 필요조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질성’ 혹은 ‘범주 오인’은 의미적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식

을 깨뜨리면서 잘 알고 있는 것에 기대어 목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문자로 표기되는 일반적인 언어 은유에서는 의미적 충돌은 궁극적

으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결합에 일어나는 의미 선택 제약의 위

배를 말한 것이지만, 광고 은유에서는 그림 등 다양한 요소가 등장하

므로 그림 요소와 문자 요소의 혼합으로 인한 의미적 충돌의 양상이 

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이로 인해 흔히 문자형 은유 외에 다양한 은

유 표현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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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을 여는 베스트 솔루션(서브큐, 2013).

 

[그림 1: 서브큐 식자재 광고]

(4)는 서브큐 광고문에 사용되는 은유 표현이다. 서브큐는 ‘제공하

다, 기여하다’라는 뜻의 ‘Serve’에 ‘Quality’의 ‘Q’를 조합하여 탄생한 

말인데, 이는 고객에게 언제나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

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의 삼양사의 새로운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이다. 여기서 ‘성공을 열다’라는 문자형 은유 외에 다른 은유 

표현이 감춰져 있다. 인쇄 광고의 그림을 고찰해 보면 한 열쇠가 있

고 그 위에 서브큐의 제품들이 들쭉날쭉하게 나열하는 것은 마치 ‘열

쇠의 톱니 부분(홈)’처럼 보인다. 열쇠 위에 서브큐의 제품들을 올리

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이어서 결국 그림 요소들의 특이

한 결합은 선택 제약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에 의해 ‘서브큐의 제품과 

서비스는 성공을 여는 열쇠이다/열쇠의 톱니 부분이다’라는 은유가 상

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의 내용을 미루어 이 은유는 서브

큐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에 적혀 있는 ‘레스토랑 운영의 성공 노하우, 서브큐가 가장 잘 

안다. 경영, 식자재, 레시피, 마케팅까지 매장 운영에 관한 모든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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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한민국에선 서브큐만 기억하셔도 좋다’라는 광고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은유적 표현은 소비자의 상상력으로 구축된 

그림 요소들의 특이한 결합에 기대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문자형 광고문 은유 표현과 구분된다.

본 바와 같이 광고 은유에 있어서 그림 등 요소들이 문자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의 의미적 충돌의 양상이 일반적 은유 표현보다 더

욱 다양해 보인다. 그러므로 광고문에 나타나는 의미적 충돌에 기대

어 형성되는 문자형 은유 ‘성공을 열다’뿐만 아니라 그림 요소끼리의 

특이한 결합으로 가져오는 충돌에 의해 그림형 은유 표현도 산출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림과 같은 요소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 그림 요소들의 특이한 결합도 한 가

지의 의미적 충돌로 볼 수 있게 된다. 광고 은유의 이러한 양상은 다

음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5) 당신의 하루에 청량함이 가득(칠성사이다, 2018).

[그림 2: 칠성사이다 광고]

우선 광고문 ‘당신의 하루에 청량함이 가득’에서 ‘청량함’이 사물 

명사로 간주되어 ‘하루에 가득하다’와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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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약을 위배한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광고문은 문자 

요소 의미적 충돌에 기대어 형성된 은유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인쇄 

광고의 그림을 관찰해 보면 모델이 사이다로 둘러싸인 가운데 상쾌한 

보습을 보여 주면서 사이다가 ‘별’ 모양으로 뭉치는 것은 그림 요소

로 구축되는 다른 한 가지 의미적 충돌, 소위 현실과의 충돌이 된다. 

이러한 그림 요소끼리의 특이한 결합으로 인한 의미적 충돌에 의해 

‘칠성사이다가 별이다. 별은 청량함이다. 칠성사이다가 청량함이다’ 

등 은유 표현들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2)

이와 같이 광고주가 문자와 그림 등 다양한 요소로 풍부한 의미적 

충돌을 구축해서 다양한 은유 표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은유들은 

의미 선택 제약의 위배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정한 의미

적 일탈 효과(deviation)를 가져다준다. 의미적 일탈은 일종의 불일치로

서 창의적 의외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은유들은 소비자에

게 신선한 느낌과 상상의 공간을 주면서도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게 된다. 박영순

(2000, 47)에서는 은유와 같은 일탈의 표현은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

키고 긴장하게 하며 이와 같은 긴장이나 놀라움 등의 감정이 모든 정

서의 강도를 높여 상대방을 놀랍게 한 그 내용에 주의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양한 의미적 충돌로 일으킨 일탈 효과를 

갖는 광고 은유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수단이고, 소비자를 광고 

내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며, 결국 소비자를 구매하도록 설

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물론 여기서 별모양이 ‘칠성사이다’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다 혹은 그의 청량함을 ‘별’로 취급한다는 그 자체는 그림 

요소끼리의 특이한 결합으로 인한 의미적 충돌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이에 기대어 대체로 ‘칠성사이다가 별이다’ 등의 광고 은유를 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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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고 은유의 유사성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이질성, 곧 선택제약의 위배는 은유 

형성의 기본 조건으로 본다면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similarity)은 

은유가 성립되는 기초와 근거(ground)가 된다. 은유의 형성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나 사물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그 사이의 유

사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계기가 된다. 즉 의미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개념이나 사물 사이의 관련성 혹은 유사성을 찾게 되는데, 상이한 개념

이나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구축하게 되면 근원 영역의 일부 특징이 

목표 영역에 투사되어 은유가 형성된다는 말이다(王文斌 2007, 162). 그

러므로 유사성의 구축은 은유의 구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유의 유사성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가리킨 

것이며,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 영역 사이의 부분적 유사성이다. 

은유 유사성의 구축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의미 속성에 대한 

파악과 비교를 통해 그것에 대한 은유 창조자의 추론이 필요하다. 예

컨대 ‘인생’과 ‘마라톤’이 있는데, ‘인생’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마라

톤’은 구체적인 운동이어서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갈 때 나 자신 스스로가 많은 일을 해야 한

다. 어려움이 많지만 고통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마라톤’과 잠재적인 유사

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은유 창조자가 추상적인 ‘인생’이라는 개념을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하여 관련성이 있을 법한 ‘마

라톤’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 지식, 사회 규범

에 대한 파악, 경험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으로 반복하게 갈고 다듬어

서 두 개념 사이에 ‘내가 주인공이다’, ‘어려움이 많다’, ‘최후의 승부

가 나다’라는 공통된 속성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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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표현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국 구축된 유사성을 

기반으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은유를 만들어 낸다. 

광고 은유는 일반 은유의 하위분류로서 그 형성 역시 유사성에 기

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홍보 속성으로 인해 유사성에 있어서 

일반 은유와 다를 때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은 여러 유사성의 특성으

로 인한 차이라고 본다.

王文斌(2007, 238-244)에서는 유사성을 크게 물리적 유사성(physical 

similarity)과 심리적 유사성(mental similarity)으로 나눈 바 있다. 물리적 

유사성은 형상적(形象的) 유사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물과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가리키며, 심리적 유사성은 문화, 전설 

및 심리 요소에 기대어 주관적으로 구축되는 유사성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刘雪春(2001, 13-14)에서 유사성을 감각적 유사성과 초

감각적 유사성이라고 구분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감각적 유사성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사

성이고 초감각적 유사성은 인간의 추상적 사고방식으로 주관적으로 

구축되는 유사성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물리적 유사성이든 감각적 

유사성이든 구축하기가 보다 용이하여 의사 전달의 면에 있어서 쉽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심리적 유사성이나 초각감적 유사성은 주

관성이 강한 만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

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딸은 어머니의 마음에 펄럭이는 깃발이다.
女儿是飘扬在母亲心头的旗帜。

(7) 내 마음은 물가의 가지에 둥지를 튼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다.
My heart is like a singing bird whose nest is in a watered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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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는 ‘딸’과 ‘깃발’ 사이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유사성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단지 은유 창조자가 이성적 사고로 만든 은

유뿐이고 이에 대한 해석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7)의 

‘내 마음’과 ‘노래를 하는 새’ 사이의 물리적 유사성도 상정되기가 쉽

지 않다. ‘마음속의 기쁨’과 ‘노래하는 새’ 사이의 심리적 관계를 상정

해서 그것을 기초로 (7)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심리적 유사성을 기반

으로 형성된 은유는 쉽게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 수 있지만 은유적 의

도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3) 

광고 은유는 이러한 일반 은유와 달리 그 형성에 있어서 다른 유사

성보다 흔히 기능적 유사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광고

의 홍보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8) 비타민C는 양치질이다(고려은단 비타민C, 2017).
(9) 식품이 생명이다(옥반식품, 2017).
(10) 보험이 일합니다. 삼성생명이 일합니다(삼성생명보험, 2018).

비타민C는 사물 명사이고, 양치질은 사건 명사이다. 전혀 다른 영

역에 속한 이 둘을 병치하고 대등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에 어긋난 

것이며 의미적 충돌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에서 둘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홍보 효과가 뛰어난 광고 은유가 형성

되었다. 여기서 ‘비타민C’가 ‘양치질’로 은유될 수 있는 것은 광고주

가 비타민C는 식후에 먹어야 몸에 좋다는 기능적 특성을 양치질을 

식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속성과 연결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비

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영양

소인 만큼 제때에 잘 챙겨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 그리고 비타민C는 

식후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더 적당한 

 3) 예문 (6), (7)과 관련된 설명은 王文斌(2007, 235)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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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것은 양치질과 공통된다. 양치질도 마찬가지로 식후에 해야 

이에 좋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양치질을 해야 치아 건강을 유

지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광고주가 바로 이러한 추론과 비교

를 통해 ‘비타민C’와 ‘양치질’ 사이의 공통된 기능적 속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인 ‘고려은단 비타민C’의 기능을 부

각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관련성이 있

을 법한 ‘양치질’의 기능과 연결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 지

식, 사회 규범에 대한 파악, 경험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으로 반복하게 

갈고 다듬어서 결국 기능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비타민C는 양치질이

다’라는 은유를 구축하게 된다. 이때 ‘양치질’의 기능이 제품의 장점

을 잘 이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이보다 제품 ‘고려은단 비타민

C’의 기능이 초점이 되어 소비자의 관심사가 된다. 실제로 인쇄 광고 

밑에 나오는 ‘1000mg의 순백색 고려은단 비타민C 양치질하듯 식후에 

바로 드세요’라는 광고문 속에 ‘1000mg의 순백색’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도 광고주가 고려은단 비타민C의 뛰어난 품질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도 마찬가지다. 광고주가 ‘식품’과 ‘생명’을 병치해서 광고 은유

를 구축한 것은 근원 영역 ‘생명’에 기대어 제품 ‘옥반식품’의 ‘안전

성, 건강함’ 등 기능적 속성을 부각시켜 옥반식품의 좋은 품질을 극대

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체 명사 ‘옥반식품’과 보다 

추상 명사 ‘생명’ 사이에 기능적 유사성이 은유 형성의 중요한 인지

적 기초가 된다. 식품 광고에 있어서 광고주는 흔히 식품의 ‘맛, 영양

분, 안전성, 유기성’에 강조점을 두고 광고를 기획하여 소비자들의 건

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큰 인지적 배경 아래에 광

고주가 ‘옥반식품은 안전적이고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

는 데 큰 도움이 된다’의 기능성과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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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서 건강해야 생명이 잘 이어지고 장수한

다’라는 속성을 연결하여 그 사이의 유사성을 기초로 ‘식품이 생명이

다’라는 은유를 구축한 것이다. 실제로 티브이 광고 문안에서 인용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말과 “건강식품 전문기업은 옥반식품이다. 우리의 실

생활에 있어서 몸에 좋은 먹거리는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

다. 우리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엄선한다.” 등의 표현들을 통해 광

고주가 옥반식품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광고 은유 중에 기능적 유사성의 중요성을 동사형 은유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과 같은 동사형 광고 은유는 결국 ‘삼성

생명보험은 고객과 가족들을 지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명

사형 은유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고 예

측하며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광고주가 ‘삼성생명보험’

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서비스’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능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을 연결시켜 ‘삼성생명이 

(인생금융전문가처럼) 일합니다.’라는 의인화 은유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광고주는 흔히 다른 유사성보

다 기능적 유사성에 주안점을 두고 광고 은유를 구축한다. 이것은 광

고의 홍보 기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기능 그리고 남다른 장점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제품과 비유 대상 사이에 구성적이거나 형상적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에 있어서 제품의 우수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능적 유사성이 

광고 은유의 형성을 더 크게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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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주된 유사성으로 형성된 광고 은유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들의 우수한 기능을 최대한 부각시키게 되며 광고의 홍보 효과를 극

대화시키게 된다. 

3. 광고 은유 해석의 특수성

은유의 해석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서 ‘불일

치’를 ‘일치’로 합리화를 시키는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소 과정은 문맥에 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은유가 해석되는 동시

에 이중이미지가 구현된다. 광고 은유와 같은 경우는 광고의 홍보 기

능으로 인해 소비자가 문맥으로 광고의 은유적 의도를 해독하는 과정

과 마케팅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생동감의 산출 과정 속에 일정

한 특수성을 보인다. 우선 소비자가 광고 은유를 해석할 때에 광고의 

특정한 비즈니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정된 문맥 외에 그림 등으로 

구성된 복합한 문맥을 크게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광고 은유는 일반 

은유 표현과 달리 더 직관적인 그림이나 화면까지 등장하므로 이중이

미지가 더욱 명확하다. 

3.1. 광고 은유의 문맥

은유의 해석은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맥

(context)을 통해 실현된 것이며 문맥은 은유를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은유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에 관하여 많은 논의에서 언급하

였다. 게릭과 헤일리(Gerrig · Haley, 198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

해 문맥이 은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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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밤하늘은 녹아 뚝뚝 떨어지는 은의 방울들로 가득 채워졌다.
The night sky was filled with drops of molten sliver. 

(12) 녹아 뚝뚝 떨어지는 은의 방울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Drops of molten sliver filled the night sky. 

예문에 밑줄을 친 부분은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1)

은 은유 표현 앞에 문맥이 이미 제시된 경우이고, (12)는 은유 표현 

뒤에 문맥이 제시된 경우이다.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11)은 앞에 문

맥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의 지탱으로 ‘녹은 은의 방울

(molten sliver)’이 쉽게 은유로 즉 ‘별’로 해석된다. 반면에 문맥이 은

유 표현의 뒤에 나타나는 (12)는 문맥의 도움이 없으므로 밑줄 친 부

분이 우선 그의 문자적 의미대로 해석되고 나중에 문맥이 파악된 후 

해석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은유의 해석

은 문맥을 기반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은유와 마찬가지로 광고 은유의 해석도 크게 문맥을 의지하지

만,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지닌다. 광고 은유는 광고의 특정한 비즈니

스 기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명시된 상황을 제시해 준다. 즉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 가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상황은 소비자들을 제품에 관한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은

유를 해석하게 한다. 문맥은 크게 언어적 문맥(linguistic context)과 비

언어적 문맥(nonlinguistic contex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일반적

으로 말하는 텍스트 안의 해당되는 앞뒤 문맥이며, 후자는 다시 상황

적 문맥(situational context)과 문화적 문맥(cultural context)으로 나눈다. 

그리고 상황적 문맥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 

곧 특정한 시간, 장소, 인물 등 요소를 말한 것이며, 문화적 문맥은 

언어 사용하는 데에 언급되는 여러 문화 요소를 가리킨 것이다(张辉 · 

卢卫中 2010, 100). 여기서 광고의 홍보 기능에 대한 이러한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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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바로 비언어적 문맥 중에 상황적 문맥(situational context)이 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 은유가 광고에 등장할 때 흔히 그림, 화면 

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에게 은유적 이미지를 구축

하는 데에 도움이 될뿐더러 은유 표현을 이해시키는 또 다른 특수한 

문맥이 되기도 한다(Morgan · Reichert, 1999). 피어스(Pierce)는 기호를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 따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세 

가지로 구별하면서, 도상을 다시 이미지(image), 도표(diagram), 은유

(metaphor)로 나눈 바 있는데, 이미지에는 사진, 그림, 소리가 포함된

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림이나 화면도 문자 기호와 비슷

한 형식 및 내용을 갖는 광의의 언어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선

다면 이것들을 비언어적 문맥보다 언어적 문맥으로 보는 것이 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광고의 특수한 문맥이 광고 은유의 해석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

를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밀레는 산이다(밀레등산화, 2009).

[그림 3: 밀레등산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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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학은 열세 살이다(열세살수학 학원, 2010).

[그림 4: 열세살수학 학원 광고]

위의 광고 은유들은 광고 문맥의 도움이 없이 해석하기 어려운 예

들이다. 광고의 홍보 기능을 기반으로 형성된 광고의 상황적 문맥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어

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의 그림이나 다른 광고문 등 다

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언어적 문맥에 기대어 광고 은유의 해석이 더

욱 명확해지게 된다. 

(13)은 밀레등산화 광고에 나온 은유 표현이다. ‘밀레는 산이다’라는 

은유는 상황적 문맥만으로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은유의 해석

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찾아내야 가능

한 것인데 ‘밀레등산화’와 ‘산’ 사이에 공통된 속성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더 명확한 해석을 얻으려면 다른 문맥을 의지해야 한다. 이 

잡지 광고의 그림은 세계 최초에 히말라야 8000m봉 16좌 완등의 산

악인 엄홍길 씨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옆의 광고문을 보면 ‘세계 16좌의 정상은 달랐지만, 나의 등산화는 오

직 밀레뿐이었다. 밀레가 없었다면 세계 최초 16좌 완등의 기록도 없

었을 것이다. 정상의 극한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도전에 성공한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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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의 두 번째 발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그림이나 

광고문이 은유 표현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문맥이 된

다. 소비자가 이에 기대어 ‘밀레등산화가 내구성과 착용감이 뛰어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발을 보호하여 최적의 보온, 방수 등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등산하는 데에 망설임 없이 선택받을 만한 등산화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근원 영역 산의 ‘견고성, 불변성’ 등 속

성이 목표 영역 밀레등산화에 투사되어 ‘밀레등산화가 기능성이 뛰어

나다. 오래 사용될 수 있다. 산에 최적화되는 등산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다.

(14)는 수학 학원 광고에 나온 은유 표현이다. 언뜻 보기에 ‘수학’과 

‘열세 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 지식에 기

대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굳이 열세 살이라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다. 예비 중학생인 열세 살은 ‘수학 학습의 과도기’라고 할 

만큼 논리적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대로 된 수

학 실력을 키우는 나이, 그리고 대부분이 수학을 포기하는 나이인 열

세 살의 수학은 계산력 위주에서 논리적 수학으로 변화하는 단계라고

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시기라 할 만큼 이 나이의 수학 공부

는 즐거워야 하고,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성을 잘 유도해 내어야 

한다. 이 학원이 바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이를 겨냥해서 광고 은유를 통해 학원의 진보적인 교육 이념을 

홍보하고 있다. 

열세살수학 학원의 광고는 인쇄 광고와 티브이 광고 두 가지가 있

다. 우선 인쇄 광고의 광고문을 보면 학원의 별다른 장점을 알 수 있

다. 즉 학원이 ‘열세 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논리적 

수학 능력을 강조하면서 학생 중심의 학습’을 주도로 한다는 것이며, 

또한 학원의 수업만으로 ‘서술형이나 창의사고력도 따로 배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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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토론과 발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티브이 광고의 그림과 광고문도 은유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문맥이 

된다. “계산적이지 않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잔꾀 부리지 않고 

똑 부러지게 풀어내는 사람, 당황하지 않고 해답을 꼭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수학은 즐거워야 합니다. 열세 살, 열세 살 수학을 가장 잘 압

니다.” 등 광고문이 화면에 학생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질

문을 대답하는 모습과 서로 호응해서 공동으로 ‘수학은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맥들의 

도움으로 ‘수학은 열세 살이다’라는 은유의 해석이 더욱 명확해 진다. 

여기서 광고의 상황적 문맥에 의하여 ‘열세 살’이라는 것은 ‘열세 살

의 수학을 잘 아는 학원’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근

원 영역의 ‘수학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공부를 재미있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 논리적 수학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등 기능적 속

성들이 목표 영역인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수학 공부’에 투사하여 

‘수학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우리 학원이 열세 살 학생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논리적 수학 능력을 키우는 방법과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광고 은유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의지하는 문맥이 나름

대로 특수성을 갖는다. 보다시피 소비자가 광고 은유를 해석할 때 상

황적 문맥 외에 또 그림, 화면이나 다른 광고문 등으로 구성된 문맥

을 의지하게 된다. 여기서 광고의 상황적 문맥은 광고의 분명한 홍보 

기능으로 인해 단순한 편이지만, 이보다 그림이나 화면 등 다양한 요

소들로 구성된 언어적 문맥은 소비자의 별도 인지가공이 다소 필요하

다는 점에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만큼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광고 문맥의 한 

가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언어의 경제성4)과 관련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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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은유를 본다면 이는 형태가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풍부하다는 특

징이 언어 사용의 경제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형태가 간

결할수록 의미의 명료성(Clarity)이 떨어져 모호성(ambiguity)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광고 은유와 같은 경우 다양한 문맥에 기대

어 그의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짧은 

형식으로 풍부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광고 은유의 해석은 광고의 언어적 문맥에 대한 소비자의 세계 지식

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화면이나 다

른 광고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든 고정된 상황적 문맥은 항상 제품에 유익

한 방향으로 은유 해석을 유도한다는 데에 변함이 없다.

3.2. 광고 은유의 이중이미지

은유는 풍부한 감각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이다. 헤스터(Hester 1967, 

69)에서는 은유는 의미와 감각의 융합(fusion)이며 은유가 해석될 때 

관련된 이미지들이 동시에 환기된다고 하였다. 은유에 있어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특이한 결합은 일반적인 인식과 상응되는 이미지

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결합으로 인한 새 이미지에 대한 상

상을 유발하여, 결국 이중이미지(double image)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

중이미지가 사람의 상상력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은유의 생동감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束定芳(2000, 182-190)에서는 다음의 예를 통해 이중이미지를 설명

하고 있다.

 4) Leech의 경제성 원리(Economy Principle)에 따르면 불필요한 중복이나 잉여성

을 제거하고 간결한 형태로 훨씬 많고 풍부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경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Leech 198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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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듯이 바다에서 파도를 가르며 나

아간다.
The ship ploughed through the sea. 

(15)와 같은 은유 표현을 살펴보면 앞부분 ‘the ship plough’를 보아 

머릿속에 먼저 ‘배가 바다에서 항행하다’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다’라는 이중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이어서 뒷부분 ‘through the sea’

를 본 후 결국 ‘큰 배가 바다에서 바람을 헤치고 파도를 가르면서 힘

겹게 나아가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은유의 이중이미

지는 한 영역의 어떤 특징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면서 관련된 이미지

들은 ‘부조화’에서 ‘조화’로의 상호 작용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은 일

반 언어 표현이 갖지 못하는 특성이며, 이러한 동(动)적 상호 작용 과

정은 은유의 해석 과정이 되기도 한다. 

광고 은유와 같은 경우, 일반 은유 표현과 달리 보다 더 직관적인 

그림, 화면이나 소리까지 함께 등장하므로 이중이미지의 생동감을 더

해 준다.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요소 등에 의해 보완되는 이중이미

지가 마치 직접 소비자의 눈앞에 보이는 듯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

여 결국 광고의 홍보 효과를 높인다.

(16) 세상의 상식 코웨이가 혁신하다(코웨이 정수기, 2018).

  

[그림 5: 코웨이 정수기 광고]

(16)은 코웨이 정수기 광고에 사용되는 은유 표현이다. 원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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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식을 혁신하다’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스마트한 ‘코웨이’는 사람에 비유되어 혁신의 주체가 된다. ‘코웨이’가 

‘상식을 혁신하다’와 결합하는 것은 의미 선택 제약을 어긴 것이고, 

일종의 특이한 결합(extraordinary collocation)이 된다. 

요즘 코웨이 정수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오염물질 제거 성능이 뛰어난 ‘RO(역삼투)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를 사용했음에도 직수 방식을 구현했

기 때문이다.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RO 멤브레인 필터’와 직

수 방식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코웨이가 개발한 ‘시루

(CIROO: Coway Intensive Reverse Osmosis) 2.0 필터’로 이 문제를 해

결했다.5) 미세 정밀 여과 방식을 이용하여 오염 물질 제거 성능이 훌

륭하면서도 직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상식을 깨는 한 

가지 큰 혁신으로 보아 위와 같은 은유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단 이 티브이 광고의 화면이나 소리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

고 광고 은유에만 의하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대체로 ‘세상에 상식이 

존재하다’와 ‘코웨이 회사가 어떠한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중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직관적인 화면이나 소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광고에 참여함으로써 광고 은유의 이중이미지가 더

욱 구체화되어 생동감이 넘친다. 위의 화면을 보면 광고에는 우선 필

터로 물을 거르는 화면이 나온다. 첫 번째 화면이 촘촘한 필터에서 

물을 적게 걸러내는 장면이고, 이어서 엉성한 필터에서 물을 많이 걸

러내는 화면이다. 화면이 나오는 동시에 광고 모델 공유가 “촘촘하면 

적다, 엉성하면 많다. 촘촘한데 많을 순 없을까”라고 한 후 마지막에 

“세상의 상식(을) 코웨이가 혁신하다.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라는 

광고 은유와 제품 이름까지 밝혀 줬다. 여기서 화면과 소리 등 요소

 5) 김지윤 (2018.09.18),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 판매 1만대 돌파, 아주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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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현한 내용이 이미 광고 은유에 기대어 구축된 이중이미지를 구

체화시키고 그의 선명도를 보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광고문 은

유 표현과 그 외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합쳐서 결국 은유 표현

에 언급된 세상 상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코웨이가 어떤 식으로 기술

을 혁신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일반 필터로 촘촘하게 거르면 

수량이 적고 직수는 물이 많지만 덜 걸러지는 것은 기존 정수기의 상

식이고, 코웨이 회사의 연구개발팀은 기술혁신을 통해 촘촘하게 거르

면서도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시루직수로 실현한 것이다. 

(17) 피부 속 천연보습인자를 깨우자(라네즈 워터뱅크 크림, 2014).

[그림 6: 라네즈 화장품 광고]

(17)은 라네즈 워터뱅크 젤 크림 광고에 나오는 은유 표현이다. 우

선 상품명에 사용되는 ‘워터뱅크’라는 표현이 명사형 은유이며, 광고

주가 이를 통해 라네즈 젤 크림의 보습 효과와 그 기능을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깨우다’의 대상이 원래 ‘사람’이나 ‘잠’이

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부 속의 잠드는 천연보습인자를 깨우다’라

는 표현은 의미 선택 제약을 위배한 특이한 결합이고 의인화 은유로 

볼 수 있다. 

광고 은유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피부 속 천연보습

인자가 잠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 속의 천연보습인자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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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촉촉한 피부로 바꾼다’는 이중이미지가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직관적인 그림 등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이중이미지가 더욱 명확해진

다. 인쇄 광고의 그림에는 제품 라네즈 워터뱅크 젤 크림이 물에 젖

어 물로 둘러싸인 사진과 배우 송혜교의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사진

이 은유에 기대어 형성된 이중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광고 은유에 있어서 홍보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이중이미지가 더욱 

명확한 그림이나 음성 등이 표현하는 내용에 의해 보완되어 그의 선

명도가 향상되며 생동감도 더욱 넘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마음속

에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서로 교묘하게 융합하므로 

결국 광고의 설득력이 강화된다. 생동감과 설득력은 소비자들의 주목

을 끌고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광고 속성으로 결국 광고주가 추구

하는 광고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광고가 짧은 시간 안에 충실히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이

성적이거나 논리적 언어 표현에 기대어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

순히 논리적 지식이나 명제를 전달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은유 표현에 기대어 이성보다 

감성, 논리보다 감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서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4. 맺음말

본고는 광고 수사법 중에 특정한 홍보 기능으로 부각되는 광고 은

유의 본질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은유와 달리 홍보 효과를 

추구하는 광고 은유에서는 광고주와 소비자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

로 광고 은유의 형성과 해석에는 일정한 특수성이 나타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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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은유의 형성에 있어서 의미적 충돌은 형성의 기본 조건이며,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은 은유가 성립되는 근거가 된다. 광고주가 

광고 은유를 창조할 때에 그림 요소와 문자 요소의 혼합으로 광고의 

의미적 충돌을 더 풍부하게 한다. 이로 인해 흔히 문자형 은유 외에 

그림 요소끼리의 특이한 결합에 의해 다양한 그림형 은유 표현이 형

성되어 더 강한 일탈 효과를 나타낸다. 강한 일탈 효과를 갖는 광고 

은유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도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유사성에 있어서 광고주는 흔히 

기능적 유사성에 주안점을 두고 광고 은유를 구축한다. 이것도 제품 

기능을 홍보하려고 소비자들의 관심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기능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광고 은유의 해석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의 ‘불일치’를 ‘일치’로 

합리화를 시키는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소 과정은 다

양한 문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은유가 해석되는 동시에 이중이

미지도 함께 구현된다. 소비자가 광고 은유를 해석할 때 특정한 비즈

니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상황적 문맥 외에 그림이나 화면 등으로 구

성된 광의의 언어적 문맥을 크게 의지한다. 상황적 문맥은 항상 소비

자들을 제품에 관한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은유를 해석하게 하지

만, 그림 등으로 구성된 광의의 언어적 문맥은 소비자에게 보다 충분

한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광고 은유에는 일반 은유 표

현과 달리 보다 더 직관적인 그림까지 등장하므로 이중이미지의 생동

감을 더해 준다. 홍보 효과를 추구하는 광고 은유의 이중이미지가 더

욱 명확한 그림이나 화면 등이 표현하는 내용에 의해 보완되어 그의 

선명도가 향상되고 생동감도 더욱 넘치게 된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서로 교묘하게 융합하므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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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광고의 설득력이 강화된다.

요컨대 광고 은유는 제품 내지 소비자의 품위를 높이는 수단이고, 

소비자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며, 사회 발전에 따라 공공 언

어에 대한 높은 요구이다. 본고는 광고 수사법 중의 은유 표현에 주

목하여 설득의 실현 방식에 대한 초보적인 모색에 불과하고 광고주와 

소비자 측면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소통 과정에 대한 논

의는 후속 연구로 남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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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ecificity of Advertising Metaphor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Korean TV Ads and Print Ads

Sun, Lei (Xi`an International Studies Univ.)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pecificity of th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advertising metaphors that perform specific marketing functions. When advertisers 
create advertisement metaphors, they try to enrich the semantic conflict of the 
advertisements through a mixture of picture elements and character elements. As a 
result, various visual metaphors are formed in addition to the character metaphors, 
thereby enhancing the deviation effect and publicity effect. Moreover, advertisers 
often emphasize functional similarity as a basis for forming advertising metaphors. In 
doing so, they also aim to meet consumer interest in order to publicize the 
advantages of products. When consumers interpret advertisement metaphors, they rely 
largely on the linguistic context composed of various elements, including pictures, in 
addition to the situational context based on a specific business function. Situational 
context leads consumers to interpret metaphors in a way that is beneficial for the 
products, but context composed of picture elements provides enough imaginative 
space for consumers. Unlike ordinary metaphorical expressions, advertisement 
metaphors are more intuitive and lively, with elements such as picture and sound. 
The double image of advertisement metaphors complemented by the visual or 
acoustical elements is more clear and vivid, as if products were directly in front of 
the consumers, thus enhancing the advertis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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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into the Definition of ‘修辭 [Xiūcí]’ as 

the Translation of ‘Rhetoric’ into Chinese 

Characters*
6)

Ahn, Sung Jae (Incheon National Univ.)

Hong, Sul Yo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The conventional,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xiūcí 

修辭’ is “the refinement of the written or spoken word to render it more 

aesthetic and orderly.” Since the concept of Western ‘rhetoric’ found its 

way to the East, the academia naturally adopted this term ‘xiūcí 修辭’ as 

its translation.

Two key concepts in translation are linguistic meaning and 

equivalence. Roman Jakobson, a noted scholar and close student of these 

concepts, presented a trilateral classification of translation into intralingual, 

 * The current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s 2017 
research fund.

수사학 제 34집
2019년 4월 30일 111~146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19.04.34.111



112 수사학 제 34집 

interlingual and intersemiotic translation and discussed equivalence in 

meaning in interlingual translation(Jakobson 1959, 232-239; Jakobson 

2000, 113-118). Jakobson claimed that complete equivalence in meaning 

in interlingual translation at the code-unit level is generally 

impossible(Jakobson 1959/2000), due to the fact that few target languages 

will have the exact lexicological equivalents to the source language since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semantic fields and structures between 

different languages. He does not declare untranslatability, but rather that 

“equivalence in message” is important and differences in code units will 

inevitably surface during the process of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o achieve this equivalence.

Delving into more specific strategies of translation, oft-cited concepts 

include Venuti’s “foreignization vs. domestication” approach and 

Newmark’s “semantic vs. communicative” approach. Building on and 

extending the translation methodologies of Schleiermacher(1813/1992, 

36-54), Venuti(1995, 20) was critical of “domestication” in translation 

that minimizes the “foreignness” of the source language and centers the 

translation o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target language, calling it 

an attempt to suppress the foreignness of the source language. His 

“foreignization” approach, in contrast, entails the translator maintaining 

the spotlight on the author’s original position and letting the readers 

approach the author, not vice versa. In other words, the translator is to 

project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reveal the foreignness 

of the source text to drive a shift away from domestic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ke readers aware that they are indeed reading something 

foreign, sending them off into a journey to the new and exotic. Ven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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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of domestication, however, was a warning against ethnocentric 

violence of translation that can be wielded by Anglo-American colonizers 

against the colonized, as was the concern at the time. Newmark, on the 

other hand, offers two different approaches - ‘semantic translation,’ which 

calls for the greatest possible semantic and syntactic rendering of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source language into the target language; and 

‘communicative translation,’ which places greater emphasis on creating as 

similar as an impact on the reader of the translated text that would occur 

to a reader of the source text(Newmark 1981, 54). Hence, the placement 

of the focal point on either the author or the reader of the translation 

determines the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 approaches presented by 

Venuti and Newmark.

The salient question in translation is whether the translated text forms 

a linguistic, semantic, conceptual and effective equivalence with the 

original text. Thu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Western term 

‘rhetoric’ would be the natural first step in the progression of exploring 

whether the Eastern term ‘xiūcí 修辭’ is a faithful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Western word ‘rhetoric’ with sufficient equivalence as considered 

important in translation studies, as well as determining which translation 

strategy has been followed to produce this term.

To learn the meaning of the Eastern xiūcí 修辭, the natural course of 

investigation would be to first begin with an understanding of Western 

rhetoric. The word rhētorikē (composed of rhētor-, or orator and -ikē, the 

art of) has been noted to appear for the first time in the dialogue 

Gorgias written by Plato1). In the dialogue, Socrates asks Gorgias the 

1) On the claim that Plato first came up with the term ‘rhetorike’, please ref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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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he word rhetorike. Gorgias replies that he believes it to be 

“…the word which persuades the judges in the courts, or the senators in 

the council, or the citizens in the assembly, or at any other political 

meeting…”2). 

The conversation turns to a discussion on whether rhetorike is or is 

not persuasion through knowledge, and after Socrates continues to press 

Gorgias with logical reasoning, the latter yields that rhetorike “appears to 

be an art, but according to my opinions, is not an art but a familiar 

experience and refined skill.”3) In Phaedrus, another dialogue written by 

Plato, Socrates defines rhetorike as “…the art of enchanting the soul.”4) 

Rhetoric is now reborn as psychagogia, or “soul-leading”. Plato’s pupil 

Aristotle knows more than anyone else the stance taken by his master 

Plato and the Sophists on rhetoric. He sees rhetorike as one half of the 

academic system along with the other half, dialektike (dialectics), 

explaining that the function of rhetorike is “not so much to persuade, as 

to find out in each case the existing means of persuasion.”5)

Greek rhetorike finds a home in Rome via Cicero and Quintilian. 

Cicero identified the pitfalls within the discussion of rhetoric by major 

Greek thinkers and shifts the axis of discussion on rhetoric and its 

Edward Schiappa(1990) “Did Plato coin rhetorik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1: 457-470.

2) Plato, Gorgias 452e.
3) Plato, Gorgias 463b.
4) Plato, Gorgias 261a. 
5) Aristotle, Rhetoric 1355b-1356a. After defining rhetorike as the exploration of the 

means for persuasion, Artistotle explains that the means of persuasion “first 
depends upon the moral character of the speaker, the second upon putting the 
hearer into a certain frame of mind, the third upon the speed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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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from the “art of speaking” to the “speaker.” Cicero views 

rhetorike as the “queen of all things” and took pains to create a picture 

of the perfect orator (oraor perfectus)6). Quintilian further developed 

Cicero’s rhetoric, placing special emphasis on the virtue of the orator to 

define rhetoric as “the art of speaking well.”7)

Greek and Roman rhetorike, i.e. as represented by Plato, Aristotle, 

Cicero and Quintilian, is termed classical rhetoric in the history of the 

subject. Classical rhetoric withstood the test of time for two millennia 

before being resurrected in the 20th century in no small part by major 

modern students of rhetoric including Kenneth Burke and Chaim 

Perelman. Burke put forth his A Rhetoric of Motives and Perelman The 

6) Let us examine just a few books among the works of Cicero on rhetoric. In Brutus, 
he presents the strengths and deficiencies of the most prominent writers and orators 
of Greece and Rome from the founding of Rome to the last days of the Republic 
in a discussion of the key principles of the spoken and written word. For example, 
a person is outstanding in this area but weak in that. What needs to be done? 
Cicero tells us what to do in the format of a conversation with his friends Atticus 
and Brutus. In De Oratore, which the philologist Fuhrman praised as the greatest 
textbook of rhetoric, Cicero preaches on the virtues of the ideal orator. Whereas 
previous texts on rhetoric focused on the art of speaking, this work places the 
person front and center. Going from mechanics to man, this book is a classical 
manual of rhetoric that provides a reading into Cicero’s love of fellow humans. 
Other works include Orator, which inspired Kant’s teacher Baumgarten to establish 
his system on aesthetics as well as providing the architect Alberti on his ideas on 
harmony; De Inventione, written in his youth as a careful explanation of what to do 
when coming upon a topic of discourse; Topica, on how to identify, classify and 
expand a subject of argument; and Partitiones Oratoriae, which provides a treatise 
on the power of the orator in the form of a discussion with his son.

7) Quintilian, The Orator’s Education Books 1-2, ed. a. tr. by D. A. Russel,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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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hetoric as their expositions on classical rhetoric in a modern light, 

inspiring a new cohort of modern theorists of rhetoric in the 21st century.

However, an examination of the Eastern term xiūcí 修辭 not as a 

simple translation but as a Chinese character (漢字) term reveals an 

inseparability and fundamental link with 文 (text, sentence or writing). As 

can be seen in expressions such as 言文㊀致 (i.e. coming together of the 

spoken and written word), the traditional Eastern 文 (text) refers to 文語 

(written word) that is the counterpart of 口語 (spoken word). More 

specifically, 文 (text) in the East is a written record of human history, 

often centered around the statecraft of leading figures, and the clear 

revelation of the truth 眞理 that is made evident through these records 

and relaying that truth is xiūcí 修辭.

Thus Natsume Sōseki(夏目漱石) noted in his book Theory of 

Literature (文學論) that “as 眞理 (truth) in 文藝 (literature) has already 

been explored, now we must speak of the means to deliver this truth. In 

searching for these means there is something called ‘rhetoric.’ However, 

the conventional rhetoric that is commonplace only stresses the subjective 

judgement with a tendency to neglect the fundamental ideology (主義) or 

philosophy(Natsume 1907, 256). Of course, the “conventional rhetoric” 

here refers to “an academic study restricted to the patterns that provide 

the forms of words, a concept that has found footing with modernization, 

e.g. with close parallels with the Western idea of rhetoric(Lin 2013, 31). 

Western rhetoric here means the distillation of the concept down to the 

rhetoric-figure-metaphor level that took place in the modern era, which 

“Japan and China also adopted together with modernization produced by 

the successful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West(Lin 20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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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ūcí 修辭 draws its origin from The Book of Changes 周易8), with 

Chapter 1 <Qian> 9-3 containing the following passage: 

A man of noble character does not rely upon others all day long; at 
nightfall, his mind is still beset with cares, and such a man of noble 
character averts disaster even when danger comes upon him.9)

Regarding this jīng 經 (original text), the wenyan 文言 that serves as 

the zhuàn 傳 (commentary, manual) further explains as follows:

Nine in the third place states: “A man of noble character does not 
consume himself with the thought that he is a good ruler, and at 
nightfall his mind is still beset with cares about his ability to govern his 
country, always steadfast and cautious, thus able to avert disaster even 
when danger comes upon him.” What does this mean? Confucius said, 
“A man of noble character devotes himself to building virtue, serving 
his state and people with sincerity and integrity in his pursuit of virtue, 
and his sincerity in exercising caution and care in speech enables 
achievements in service of the state and the people. A man of noble 
character fully commits himself knowing that a ruler must exercise full 
devotion to his task, thus following the dào 道 (path, doctrine) in 
exercising care to discover even the smallest of signs in advance. He is 
aware that he must do his duty as the ruler of a state and thereby in 
doing his duty, follow dào 道 to uphold the righteousness at the cost 
of his life if needed of his given duty in his place and position. For 

8) The Book of Changes 周易 is one of the “Thirteen Classics (經)” as accepted by 
adherents of Confucian thought. 

9)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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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asons, he does not boast in position of power nor despair in 
position of service. He thinks not of himself as a worthy ruler, fearful 
that he is lacking in his administrative duties, remaining steadfast and 
cautious that allows him to avert disaster even when danger and crisis 
come upon him.”10)

Thus we find in the above context, the passage, “xiū cí lì qí chéng, 

suǒ yǐ jū yè yě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meaning, “Sincerity in 

exercising caution and care in speech enables achievements in service of 

the state and the people.” 

It may appear that the passage above is Confucius’ own definition of 

xiūcí 修辭. However, the following expert from The Analects, Chapter 7 

<Shu Er 述而> seems to show that the above is not Confucius’ personal 

understanding of xiūcí 修辭 but an enduring concept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Confucius said, “I cautiously compare myself to Laopeng in my 

pursuit to record only the objective fact, refraining from fabricating what 

is not certain, holding faith and following the ways of the old.”11)

It is unclear who “Laopeng” is in this passage; however, it can be 

surmised that Confucius compares himself to Laopeng for emphasis. It is 

clear that Confucius’ statements on dào 道 as record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re not his ideas alone but draws upon the words of the 

sages of old as found in ancient writings.

10)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修業忠信, 所以

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乾乾, 因其時而惕, 雖危無咎矣.”

11) 子曰: “述而不作，信而好古，竊比於我老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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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astern context, then, what is the specific meaning of xiūcí 修

辭, especially according to Confucius?

2. On xiūcí 修 

Xushen, who lived during the time of Eastern Han, offers in his work 

Shuowen Jiezi (Origin of Chinese Characters)12) the following as the 

little seal script(小篆) of the character xiū 修13) (improve, develop, 

polish (up), cultivate, hone):

He provides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e character: 

“The character shì 飾 (decorate, modify), is a phono-semantic character14)

12) It must be noted that the author of this study is not using Shuowen Jiezi for 
analysis of the concept of xiūcí due to any absolute faith in the inerrancy of the 
work. Rather, as Confucius was the first to use the term and thus it being 
necessary to approach the concept in the framework of ancient Chinese thought, 
Shuowen Jiezi happens to be the oldest work that contains a systematic explanation 
of Chinese characters. It is only logical to turn first to sources contemporary or at 
least as close to contemporary as possible when studying concepts from antiquity. 
Of course, commentary of certain terms in Shuowen Jiezi contain entomological 
flaws,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it displays consistency at least in providing 
an explanation of the term xiūcí. 

13) Although an attempt was made to compare the little seal script and the oracle bone 
script to check the veracity of the explanation provided by Xushen, this character 
could not be found in oracle bon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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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聲文字) with the meaning drawn from sān 彡 and the pronunciation 

from yōu 攸.” 15)

What other meaning might shì 飾16) have? 

Xushen provides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is character:

“Shì” is a phono-semantic character with the pronunciation drawn from 

shí 食 (rice) and meaning from jīn 巾 (towel) and rén 人 (person, 

people, human being).”17)

A person with a towel is engaged in cleaning, polishing and refining, 

and Xushen likened this to shuā 㕞 (press, print). The little seal script 

and Xushen’s commentary on the character shuā 㕞18) is as follows: 

It is as shì 拭 (wash, rinse (out); cleanse; bathe).

“Shì 拭, therefore, is an act performed with a towel (washcloth, etc.) 

clutched in the hand.”19)

14) Phono-semantic characters are one of the six classifications of Chinese characters, 
or the “Six Writings 六書,” with composed of a semantic element (for the 
meaning) and phonetic element (for the sound).

15) 修: 飾也. 從三攸聲.
16)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17) 飾: 㕞也.從巾從人，食聲，讀若式. 壹曰襐飾. 賞隻切.
18)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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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tle seal script of the radical shī 尸((dead) body, corpse) on the 

left side of shuā 㕞 is:

On this, Xushen writes that this is a pictogram20)(hieroglyphic, 

pictograph 象形文字) depicting a body lying on its side, indicating that 

shì 拭 is the act of cleaning and purifying a body from underneath.21) 

Putting the above together, xiū 修 shows the act of a person cleaning 

a corpse with a towel, as part of the purification of a body before the 

喪禮 (funeral rites) to ensure that the soul ascends to heaven. The 

character indicates that the act is more than cleaning for the sake of 

hygiene but must include a sincerity coming from deep within the heart.

Let us draw from the above expositions to analyze xiū 修. It was 

noted above that yōu 攸 (flowing, fleeting) is the phonetic component of 

the phono-semantic character. Phonetic radicals sometimes provide 

meaning in addition to sound, so an examination of the meaning is also 

warranted. 

19) 拭也. 從又持巾在屍下.
20) Pictograms (or hieroglyphics, pictographs), one of the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s, depict the forms of the objects they represent in the character.
21) 陳也. 象臥之形. 凡屍之屬皆從屍. 式脂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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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in water; a man forging ahead in water. Rén 人(person, 

people, human (being), shuǐ ㅣ(water) and pō 攴 (hit, strike, knock, clap) 

are combined together.”22)

Now, to determine the meaning contained in xiū 修, let us refer to 

Xushen’s work Shuowen Jiezi 說文解字 to examine each component of 

the character. 

Rén 人(person, people, human (being).

The pictogram depicts the being of noblest virtue in the heavens and 

the earth, showing the arms extended and legs straight.23)

Shuǐㅣ24)(water), with the four strokes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radical removed. 

Here is established the standard of levelness.25)

Thus, the long stream flowing in the middle and the still ponds of 

water around the periphery all represent water in forming this pictogram.

pō 攴26)(hit, strike, knock, klap)

22) 攸： 行水也. 從攴從人，水省.
23) 天地之性最貴者也. 此籒文. 象臂脛之形. 凡人之屬皆從人.
24)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25) 凖也. 北方之行. 象眾水並流，中有微陽之氣也. 凡水之屬皆從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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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ono-semantic character draws its meaning from yòu 又 (again, 

additionally, and as well) and sound from bǔ 卜(divination, predict, 

foretell).27)

An object is held by the hand and struck to make a sound. Pō 攴can 

be further broken down as follows for analysis:

Yòu 又 (again, additionally, and as well) 

The pictogram depicts a clutching hand. Three fingers are shown since 

depicting all five would be superfluous.28)

Bǔ 卜(divination, predict, foretell).

The pictogram indicates the act of baking the tortoise shell (龜甲) or 

the crisscross fissures that appear in the process.29)

Finally, sān 彡 can be examined as follows:

26)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27) 小擊也. 從又蔔聲. 凡攴之屬皆從攴.
28) 手也. 象形. 三指者，手之多略不過三也.
29) 灼剝龜也，象灸龜之形. 壹曰象龜兆之從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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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ctogram is a depiction of the strands of hair.30) 

Thus it can be noted that xiū 修 describes a person brushing and 

arranging yarn or hair hand over hand, much like a person 

walk-swimming through shallow water. Xiū 修 then signifies the careful 

arranging of yarn or hair, in the way person would clean a dead body 

with a towel with care and reverence. 

3. Exploration of the character cí 辭

Next, let us examine the character cí 辭 (words, speech, expression, 

phrase). 

According to Xushen’s Shuowen Jiezi 說文解字, the little seal script 

of cí 辭31) reads as follows:

The character is sòng 訟 (a lawsuit, accuse; argue, dispute; litigate), a 

compound ideograph32) formed by luàn  and xīn 辛. Luàn  provides 

the meaning, to render judgment or mete out justice.33)

30) 彡: 毛飾畫文也. 象形.
31)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32) Compound ideographs are one of the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s, 

combining the meaning of one element with the meaning of another to produce a 
new meaning.

33) 訟也. 從，猶理辜也. ，理也. ，籒文辭從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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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n, is the meaning of sòng 訟34)? The little seal script of this 

character is:

The character is zhēng 爭 (to dispute, fight, contend, strive).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provides the meaning and gōng 公 (fair, 

equitable; public; duke) provides the sound35).

What is the specific meaning contained in yán 言(words, speech; 

speak, say)?

A forthright statement, perhaps outspoken, is yán 言, and discussing 

and contradicting is yǔ 語36).

According to Xushen’s Shuowen Jiezi 說文解字, yán 言 is a 

“forthright statement, being outspoken.” However, while Xushen classifies 

the character as a phono-semantic compound composed of kǒu 口(mouth) 

and qiān 䇂 (fault; sin),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s little seal 

script reveals that it can be split into the elements 二, that is, shàng 上 

(top; superior, highest) and shé 舌 (tongue).

To further elaborate why 二 is not èr 二 (two; twice) but instead 

34)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35) 爭也. 從言公聲.
36) 直言曰言，論難曰語. 從口䇂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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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àng 上, let us examine the following little seal script and Xushen’s 

commentary. 

The heavens are shown hanging down. When the heavens display its 

good and bad fortunes, it is visible to human eyes.37)

On shì 示 (show, manifest; demonstrate), Xushen highlights the 

compounding of 二 (sky, top; superior, highest) and 川 (energy or spirit 

hanging down, descending) to define the character as “an energy or sign 

descending from the heavens,” which would make yán 言 a compound 

ideograph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Compound ideographs, like the phono-semantic compounds that will be 

examined below, can be divided into two constituent elements; however, 

unlike the latter, both elements provide the meaning with the aggregate 

presenting a new meaning. 

To further underline this definition, Zhèng qiáo of the Song dynasty 

宋 also explained yán 言 in a similar way in his work Tong Zhi (通志).

Next, let us examine shé 舌 (tongue).

The mouth is present, and thus there is speech. Gān 干 (invade, 

37) 天垂象，見吉凶，所以示人也. 从二. 三垂，日月星也. 觀乎天文，以察時變. 
示，神事也. 凡示之屬皆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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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e, trespass (on)) provides the meaning, and kǒu 口 (mouth) provides 

the sound in this compound ideograph.38)

To understand the commentary above, a further explanation of gān 干 

and kǒu 口 is now warranted. First the little seal script and Shuowen 

Jiezi commentary of gān 干 is as follows:

Invade, violate. Rù 入 (enter, come in(to)) placed upside-down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㊀(wall) to compose this compound 

ideograph.39)

In other words, “going through a blocking wall” is invading or 

violating. What explanation of 入 does Xushen then provide? 

Representing inside or the interior, as a pictogram depicting falling 

from above to below.40)

Let us now examine kǒu 口(mouth).

38) 在口，所以言也、別味也. 從干從口，干亦聲.
39) 犯也. 從反入，從㊀.
40) 內也. 象從上俱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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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ogram of the part of the body through which a person speaks and 

eats.

Kǒu 口 depicts both the shape of the mouth as well as the position of 

the mouth on the face, thereby showing that shé 舌 is the organ that has 

“invaded” space from inside the mouth into the outside.41) 

In summary,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is shé 舌(tongue) 

below shàng 上(sky, top; superior, highest), or more specifically, using 

the tongue to speak to someone of higher status in making a forthright 

and outspoken statement, essentially providing expostulation 諫言 (advice, 

remonstrate, expostulation). Simply put, Yán 言 is a direct advice, 

provided from someone of lower status to someone of higher status, i.e. 

an official to the king, remonstrating the proper way to the master.

Let us now examine the gōng 公 (fair, equitable; public; duke) 

forming the right-side element in sòng 訟.

To distribute equitably. Bā 八 (eight) imparts the meaning of dividing 

by separating in either direction, and the square-shaped sī 厶 (private, 

secret) below provides a secondary meaning. Thus, something private or 

personal is divided separately in this compound ideograph for “divide or 

separate equally.”42)

Sòng 訟 then represents the expression of the proper way through 

equitable speech that does not prejudice one way or the other. 

41) 人所以言食也. 象形.
42) 平分也. 從八從厶. 八猶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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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Xushen noted that sòng 訟 can be equated to zhēng 爭43) (to 

dispute, fight, contend, strive), let us now examine the latter. 

Equivalent to yǐn 引 (to pull). Biào  (two hands; both hands)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yì (traction) in this compound 

ideograph. Pulling with both hands, as if from either side to determine 

with fairness what is proper.44)

What meaning is contained in yǐn 引?

The act of pulling a bow. Gōng 弓 (bow)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ㅣ(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pulling force) in this 

compound ideograph.45) 

The little seal script and Shuowen Jiezi’s commentary on gōng 弓 is 

as follows:

Reaching what is distant from what is near. Pictograph depicting the 

43)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44) 引也. 從. 側莖切〖註〗臣鉉等曰：，音曳. ，二手也. 而曳之，爭之道也.
45) 開弓也. 從弓丨. 余忍切〖註〗臣鉉等曰：象引弓之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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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a bow.46)

Yǐn 引 explains the idea of pulling something close further inward in 

order to send it to something distant. Putting the above together, cí 辭 

(words, speech, expression, phrase) is an equitable judgement of what is 

more proper by pulling with equal force not from just one side but from 

both sides, referring to or drawing upon what is near to elucidate what 

is far away, eliminating the private prejudice in the expression of what is 

fair and proper. 

Building on the explanations provided above, let us further examine 

each of the elements forming the character cí 辭 to divine its 

fundamental meaning. 

As briefly noted above, cí 辭 is a compound ideograph composed of 

luàn 47) and xīn 辛.

Yāo 幺(tiny, small) and zǐ 子 are jumbled together to depict what 

must be protected and cared for. Further meaning is drawn from biào 

(two hands; both hands) to create a compound ideograph composed of 

three characters.48)

As noted already in the earlier explanation of zhēng 爭 (to dispute, 

fight, contend, strive), the elements on top and bottom, leaving out the 

46) 以近窮遠. 象形. 古者揮作弓.
47)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48) 治也. 幺子相亂，治之也. 讀若亂同. 壹曰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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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element, form biào . This character thus shows that the small 

child shown in the center must receive nurturing and attention as 

provided by the pair of caring hands shown. 

A further look at yāo 幺49) (tiny, small) would be useful here, whose 

little seal script is shown below:

That which is small; a pictograph depicting a newborn baby. Little 

seal script of zǐ 子 (child, son):

Xushen provides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is character:

Pictograph depicting the form of an infant child. The little seal script 

of xīn 辛 (spicy, hot, bitter; toilsome) is:

Xushen provides the following explanation in his Shuowen Jiezi 說文

解字:

Tears of pain flow from what is hot and spicy. ㊀ (form of the 

49)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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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s)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qiān 䇂 (fault; sin) in this 
compound ideograph. Qiān 䇂 (fault; sin) is equated to zuì 辠 (crime, 
sin, vice).50)

Let us then examine qiān 䇂51).

The same as zuì 辠. Gān 干 (invade, violate, trespass (on))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二 to form the compound ideograph. 二 is 

the archaic character for 上 (top; superior, highest).52)

As noted earlier in our examination of 言, 二 means 上, and gān 干 

represents trespassing through a blocking wall, or the act of invasion or 

violation.

Zuì 辠 is thus the invasion into and violation of heaven-determined 

rules, a crime deserving of being put to death. 

Cí 辭 (words, speech, expression, phrase) is thus the rendering of a 

verbal judgement of a crime deserving of the worst punishment; in 

judging the violation of the dào 道 (path, doctrine), or divine rules, what 

is close (the way of the heavens as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to 

explain what is far (an incident that has occurred), being diligent in 

removing all private prejudices to provide an objective, fair and proper 

50) 秋時萬物成而孰；金剛，味辛，辛痛即泣出. 從壹從䇂. 䇂，辠也. 辛承庚，象人

股。凡辛之屬皆從辛.
51)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52) 辠也. 從干、二. 二，古文上字. 凡䇂之屬皆從䇂. 讀若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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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which would be the fair judgement that is founded on this right 

and proper way. In short, cí 辭 is the judgement read in a court of law 

delivering a fair sentence for a crime.

Xiūcí 修辭 thus does not simply mean the technique for the 

refinement of the written or spoken word to render it more aesthetic and 

orderly, but issuing a fair and equitable judgment based on the wén 文 

(texts, writings, sentence) recording the proper dào 道 (path, doctrine) as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and elucidating the clearly proper way.

4. On chéng 誠

On the little seal script of chéng 誠53) (sincere, honest), Xushen’s 

commentary is as follows:

As is xìn 信.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provides the 

meaning, and chéng 成 (completed, finished, fixed) the sound in this 

phono-semantic compound.54)

Since chéng 誠 is said to be the same as xìn 信 (trust, believe), 

sincerity can be understood as being directly related to trust. The 

meaning of the phonetic element chéng 成 indicates that being sincere is 

53)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54) 信也. 从言成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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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éng 成 of 言. Sincerity, then, could be defined as “doing as one 

says.”

Since Xushen commented that chéng 誠 and xìn 信 are equivalent, let 

us examine 信55) (trust, believe).

Chéng 誠. Rén 人 (man; people) provides the meaning, together with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for the compound ideograph.56)

We can see that the meaning of “trust” developed from the idea of 

being able to believe the yán 言(words, speech; speak, say) of a rén 人

(man; people). Now, let us turn to The Analects 論語 to examine chéng 

誠 and xìn 信 that form the root of xiūcí 修辭.

Chapter 5: Gongye Chang 公冶長

Zaiyu napped. Confucius said, “Rotted wood cannot be carved, a 

crumbling earthen wall cannot be plastered. A man cannot succeed and 

enter into officialdom without fundamental virtues and character, so what 

would be the use of punishing Zaiyu?” Confucius also said, “I have 

always believed that a person will act according to his words. That is 

because xìn 信 and chéng 誠 draw their meaning from ‘being able to 

trust all that a man speaks.’ However, I am now careful to verify that a 

man indeed does what he says, because Zaiyu has sown this seed of 

55) This character also cannot be found in oracle bone script.
56) 誠也. 從人從言. 會意. 㐰，古文從言省. 訫，古文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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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rust in me.”57)

In other words, a person who lacks basic virtues is not going to get 

very far. Without the fundamentals, a person cannot achieve success and 

become an official in a posi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hich 

emphasizes the need to constantly strive and build trust. Confucius 

highlights xìn 信 (trust, believe) and chéng 誠 (sincere, honest) here, and 

we should note that both originated in the idea that “all that is spoken 

by a person can be believed.” 

Chapter 2: Wei Zheng 爲政

Confucius said, “A person who lacks xìn 信 cannot determine what is 

right. Xìn 信 is like the crossbar at the end of a carriage pole. A 

carriage pole without the crossbar cannot be fixed in place and the 

carriage thus is unable to move; in the same way, a person cannot move 

into officialdom and take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xìn 信.”58)

Thus, a man must uphold his word, and what this man says can be 

taken as truth; being sincere is thus upholding what is spoken. 

It must be again noted that “xiū cí lì qí chéng (修辭立其誠)” can be 

explained as “rendering a fair and equitable judgment based on the wén 

文 (texts, writings, sentence) recording the proper dào 道 (path, doctrine) 

as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and elucidating the clearly proper 

way.”

57) 宰予晝寢. 子曰: “朽木，不可雕也; 糞土墻，不可杇也. 於予與何誅?” 子曰: “始
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

58) 子曰: “人而無信，不知其可也. 大車無輗，小車無軏，其何以行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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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llustrations of Xiū Cí Lí Qí Chéng

What does it mean to “render a fair and equitable judgment based on 

the wén 文 recording the proper dào 道 as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and elucidating the clearly proper way”? Let us cite specific 

illustrations in written texts to further clarify this concept. 

5.1. The Story of Zichan

The following records are found in The Zuo zhuan 左傳, of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Duke Xiang of Lu 襄公. 

The state of Chen 陳 attacked the state of Zheng 鄭, trusting their 

alliance with Chu 楚. In response, Zheng 鄭 went to the state of Jin 晉 

to declare that it would attack Chen 陳 in retaliation, but permission was 

not granted. The people of Zheng 鄭 were angered and attacked anyway, 

eventually accepting the surrender of Chen 陳 and their tribute. When 

the people of Zheng 鄭 tried to offer this tribute to Jin 晉, Shizhuangbo, 

a senior official of Jin 晉, berated Zheng 鄭 for attacking a smaller and 

weaker state. Responding to the accusation, Zichan said, “The Emperor 

rules over 400 ㎢, dukes rule over 40 ㎢, and lesser lords rule over 

even smaller states. The great states of today measure hundreds of ㎢ in 

area, and how did they become great without invading smaller states?” 

To find further fault, Shizhuangbo asked why Zichan was wearing a 

uniform, and he responded, “Duke Wen of Jin ordered Duke Wen of 

Zheng to don the uniform of war and assist the Emperor, and to offer 

the tribute of Chu 楚 to the Emperor. I only serve the comma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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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ror.” At a loss for words, Shizhuangbo reported what had been said 

to Zhaowenzi, who agreed that what Zichan said was proper and in 

order. Commenting on this story, Confucius said, “It has been said that 

zhì 志 (will, determination) is fulfilled by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and yán 言 by wén 文 (texts, writings, sentence). Who can know 

the zhì 志 if there is no yán 言, and who can pass down the yán 言 

through the ages without wén 文? If it had not been for Zichan, Zheng 

鄭 would have fallen under the might of Jin 晉. Care must be exercised 

in yán 言.” 

Here, Confucius emphasizes that the will cannot be displayed without 

the words to express i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linguistic expression.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 of wén 文 (texts, writings, 

sentence) - yán 言 (words, speech; speak, say) - zhì 志 (will, 

determination) as explained by Confucius? 

Building on what has been explored so far, “revealing inner thoughts 

and providing advice based on written works” could be proposed as at 

least a perfunctory explanation of the process of wén 文 - yán 言- zhì 志.

How does wén 文 serve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ào 道 (path, 

doctrine)? Wén 文 signifies the classic texts. Wén 文, or the classics, 

contain the accounts of the rise and fall of the leaders of old—

testimonies, in other words, of their leadership. Studying wén 文 enables 

the study of leadership. Dào 道 is then the leadership or the governing 

ideology of the rulers of ancient China, and wén 文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Wén 文, more specifically, refer to the classics—

Classics of Poetry, Book of Documents, Book of Rites. 

What is wén 文 to Confucius? For the clearest answer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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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let us analyze the passages in The Analects 論語 that refer to 

wén 文. First, chapter 1, Xue Er 學而 contains the following:

Confucius said, “A young man must be filial to his parents at home, 

and respectful of those above him outside. He must show unchanging 

diligence, and in official service love the people and serve and obey his 

lord with sincerity. If he does all of this and still has energy remaining, 

he must go one step further and study the wén 文 that hold the detailed 

accounts of the sages of old who ruled over times of the greatest 

prosperity.”59)

Confucius states that a person must show filial piety to parents at 

home, and outside the home respect those placed above him, being 

careful in speech and showing diligence. Going above and beyond this 

basic requirement would be to love the people under him and serve and 

obey his lord above him,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career in politics 

as a government official. The final step is to study the wén 文,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which is “what is right, duty.” In other words, 

wén 文 to Confucius is not simply a career in politics but learning and 

carrying out the proper way as practiced by the great sages of old who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太平聖代) to the land. The accounts of the 

rule of the sages during the prosperity of the ancient times (上古時代) 

are contained in 詩, 書, 禮, 樂, 易, 春秋 (Classic of Poetry, Book of 

Documents, Book of Rites, Book of Changes, Classic of Music, Spring 

and Autumn Annals); wén 文 can thus be defined as the words and the 

deeds of the sages and great men as recorded in the 典籍 (classics), 

59)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則以學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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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above-mentioned Classic of Poetry (典籍) or Book of 

Documents (尙書).

However, one cannot achieve dào 道 by simply studying the wén 文. 

Theory must be put into practice. Thus, Confucius said the following:

Chapter 7, Shu Er 述而

Confucius said, “In wén 文, I am not unlike other people. In carrying 

out the dào 道 of the man of noble character, I find myself lacking.”60)

This can be further explained thusly: “Knowing and doing are two 

different things. I am as proficient as any other in my understanding of 

the wén 文 of the Xia, Shang and Zhou dynasties such as the Classic of 

Poetry 詩經 or Book of Documents 尙書. Putting dào 道, the governing 

ideology of true and virtuous leaders into practice, however, I find 

myself wanting.”

5.2. The Tale of the Judgement of the Land Dispute

What, then, is “referring to what is close (theories as passed down 

through tradition) to explain what is far (an incident that has occurred), 

being diligent in removing all private prejudices to provide an objective, 

fair and proper way, and further rending a fair judgement”? Let us 

examine the following account.

This account from the 14th year of the rule of Duke Zhaoof Lu 昭公 

as recorded in The Commentary of Zuo 左傳 is worth noting. Xinghou 

and Yongzi, both of the state of Jin 晉, engaged in a long dispute to 

60) 子曰: “文，莫吾猶人也。躬行君子，則吾未之有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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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control of the region of Chu. Arbitrating this dispute was the duty 

of Shijingbo, but he was absent for another business in the state of Chu 

楚. Shuyu was ordered by Hanxuanzi in his place to deliver a judgement 

in this case, and even though Yongzi was at fault, he bribed Shuyu by 

giving the official his daughter. In turn, Shuyu put all blame for the 

dispute on Xinghou, who became incensed and killed both Shuyu and 

Yongzi. When Hanxuanzi asked Shuxiang who was at fault, Shuxiang 

said, “Yongzi resorted to bribery even though he knew he was guilty, 

Shuyu considered what should have been an occasion for justice as a 

mere transaction, and Xinghou committed murder. The Book of 

Documents states that hūn 昏, the glossing over of a fault, mò 墨, the 

defiling of official authority by accepting a bribe, and zéi 賊, the 

unwarranted killing of another, are all punishable by death; the guilt of 

all three men, then, are identical.” Commenting on this tale, Confucius 

said that Shuxiang judged fairly without being bound by personal bias 

even though he was the brother of Shuyu, thereby following the virtues 

of honesty and truthfulness as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and 

making him a righteous (義) man.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honesty and truthfulness to Confucius meant “being able to judge with 

fairness without being bound by private prejudice or bias.”

6. Conclusion

Having come into existence as the term to describe the “art of 

speaking by rhetors” as exercised by citizens taking part in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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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in the democratic system of ancient Greece, the idea of 

rhētorikē evolved into a system encompassing the art of communication 

by orators under the Roman Republic in the rhetoric of ancient Roman. 

Core to the idea of rhētorikē up to this time had been “persuasion.” 

However, the activities of Western rhetors ended with the Roman 

republic, and the definition of rhētorikē in Western society was whittled 

down to mean ‘elocution’ in writing and speaking, losing its element of 

persuasion. When ‘修辭學’ was chosen as the translation for the study of 

rhētorikē in the Sinospheric reg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character ‘修’ was superficially understood to represent the ideas of 

“embellishment and elaboration(Kim 2004, 5).” But as was explored in 

this paper, the Eastern translation xiūcí 修辭 far transcends the dictionary 

definitions of elaboration or elocution. 

In summary, the value of “words” (eg. language) in the East is not 

limited to the mere expression of one’s thoughts or intentions but is 

made complete by being carried into action. 

As mentioned previously, the concept of dào 道 combines both theory 

and action, whereby wén 文 supplies the theoretical bedrock of dào 道. 

It is the role of xiūcí 修辭 to clearly explain and propagate the wén 文 

that forms the theoretical basis of dào 道, enabling the listener to 

understand fully and act properly. 

Much more than its contemporary meaning of “embellishing a phrase,” 

xiūcí 修辭 is a doctrine of action that provides simple and clear 

explanations of the classic theories, or wén 文, that forms the 

foundations of the traditional virtue defined as dào 道 to enable its 

understanding, and furthermore encourages putting these virtues into 



142 수사학 제 34집 

action. Xiūcí 修辭 both serves as theory as well as the medium that 

links theory with action, a constant reminder that theory when 

unaccompanied by action is meaningless. In this sense, xiūcí 修辭 as the 

translated term for rhetoric not only fulfills the requirement of 

equivalence of meaning stressed in translation, but when examined side 

by side with the meaning of the original word as “the art of the orator”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persuasion, is revealed to be a translation 

with clear positive characteristics that expands the semantic field to 

include the humanistic virtue of putting words into action. Using the 

standards of “domestication vs. foreignization” presented by Venuti or 

“semantic vs. communicative” approaches by Newmark, the translated 

word is “domesticated” in terms of semantics and “communicative” in 

terms of translation effect, succeeding in its task of sufficiently conveying 

the term’s meaning to the target reader, while still retaining the 

advantages of the “foreignization” and “semantic” approaches by 

maintaining the context and intent of the original author. The word, 

accordingly, is a precise translation fully reflective of the intent of the 

original author contained within.

The dictionary definition usually attributed to xiūcí 修辭 has 

encouraged the perception of its role not as an academic doctrine but a 

technique and skill focusing on the superfluous, eroding its stature in the 

eyes of people in the East and sowing the perception, which still 

persists, that xiūcí 修辭 has no academic function but is an underhanded 

technique only fit to dazzle and confuse others with fancy words. This 

perception has even affected, and still continues to affect, our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concept of rhetoric as the trans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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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ūcí 修辭.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dispel some of the 

misconceptions surrounding xiūcí 修辭 and elevate its stature to allow its 

positive development in the future.

References

Aristotle (2007),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Kennedy, G., 
(trans.), Oxford.

Cicero (1968), Cicero Ⅱ, De Inventione, De Optimo Genere, Oratorium Topica, 
Hubbell, H. (trans.), Cambridge. 

Cicero (1992), De Oratore, Book 3(De Fato/Paradoxa Stoicorum/Partitiones 
Oratoriae) 4, Rackham, H., (trans.), Harvard. 

Cicero (1948), De Oratore, Sutton, E. W., (trans.), Harvard. 
Jak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232-239.
Jakobson, R. (1959/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113-118. 
Kim, H. (2004), “Is ‘Rhêtorikê’ ‘修辭學’?”, In: Proceedings of the Rhetoric 

Society of Korea Conference, 1-11.
Lin, Shaoyang(2013), Rhetoric as Thought – Linguistic Criticism Theory of Bing 

Lin Zhang and the World Using Chinese Characters, Suh, G., Choi, S. 
(trans.), Yonsei University Press. (Original text in Japanese: Lin, Shaoyang. 
2009. “SHU JI” TO IU SHISOU-SHOUHEIRIN TO KANJIKEN NO 
GENGORON TEKOHIHYOU RIRON (修辭という思想-章炳麟と漢字圈の

言語論的批評理論/林少陽), Hakutakusha). 
Natsume, S. (1907), Theory of Literature(Bungakuron), Iwanami Shoten.
Newmark, P.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144 수사학 제 34집 

Plato (1900-1907), Platonis Opera 5, Burnet, J. (ed.), Oxford.
Russell, D., (ed.) (2001), Quintilian, Harvard.  
Schiappa, E. (1990), “Did Plato coin rhetorik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1, 457-470. 
Schleiermacher, F. (1813/199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R. 

Schulte, J. Biguenet (Eds.), Theories in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Chicago and London, 36-54.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Investigation into the Definition of ‘修辭 [Xiūcí]’ as the Translation of ‘Rhetoric’ into Chinese Characters 145

[국문요약]

Rhetoric의 동양 번역어 ‘修辭(수사)’의 定義에 대한 고찰

안성재(인천대학교)

 홍설영(한국외국어대학교)

본고에서는 서양 ‘Rhetoric’의 번역어인 ‘修辭’’의 정의와 번역 전략을 고찰하

고자 한다. 修辭라는 표현은 周易에 기인하는데, 공자는 이를 풀이하는 과정에

서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라고 말하여 修辭가 君子 그리고 誠과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동한시대의 허신은 그의 저서인 설문해

자에서, 修辭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

나 기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 내려오는 도리 즉 道를 기록한 文의 내용

에 근거하여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나아가 올바른 도리를 명확하게 천명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동양에 있어서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만이 

그 참된 가치를 오롯이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修辭는 이론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Rhetoric’의 동양어로서의 修辭는 효과적인 측면

에서는 ‘소통중심’이자 의미적으로는 ‘자국화’된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어라 하겠

다.

주제어: 修辭, 論語, 誠, 信, 文, 번역 전략

Key words: xiūcí 修辭, The Analects of Confucius, chéng 誠, xìn 信, wén 
文, transl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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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ading of Winston Churchill’s Postwar Speech 

“The Sinews of Peace” (1946):
- Metaphoric Success and Limitations as a Deliberative Genre -

Jie, SueHyun (Yonsei Univ.)

Lee, SangChul (SungKyunKwan Univ.)

I. Introduction

At the time when Winston Churchill gave “The Sinews of Peace” 

speech in 1946, it was evident that the Soviet Union was increasing its 

powers on the Continent, especially in Eastern Europe. Stalin seemed 

much more occupied to expand satellite states than he di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urchill was not only aware of this unwelcomed 

ambition of the Soviet Union but was also extremely concerned on the 

forthcoming threat of world peace, barely achieved less than a year ago. 

With all these in mind, Churchill, as an ex-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now claiming to be a private citizen deemed it necessary to 

vindicate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to advocate how peace could be 

secured. On accepting the invitation from Harry Truman, Presid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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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hurchill travelled to Westminster College in Fulton, 

Missouri – hometown of Truman – to give one of the most famous 

post-war speeches titled, “The Sinews of Peace”. With his usual flair and 

confidence, Churchill spoke to the audience his unwavering faith that the 

“English-speaking peoples” should unite to form “a fraternal association” 

and lead the world in the years to come. Churchill structured the speech 

not only to be rhetorically persuasive, but also to emphasize why his 

message was so significant for future world peace. Churchill used many 

rhetorical devices in his speeches, especially metaphors, and “The Sinews 

of Peace” has been labeled as “a Beethoven symphony of a speech” 

(Safire, 1997, p. 864) – a comprehensive, detailed speech, about 40 

minutes in length and more commonly known as the “Iron Curtain” 

speech. This paper will attempt to reanalyze Churchill’s “The Sinews of 

Peace” with a close-textual analysis to appreciate it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dience of 1946 as well as 2019. 

II. Literature Review

Rhetorical criticism help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readers to 

appreciate public address and to inform them for deliberate judgments 

based on persuasive appeals. Rhetorical criticism is not like solving 

problems in science; it is primarily subjective rather than objective. 

Rhetorical criticism is a kind of argumentation and it is a rhetorical act 

in its own right (Wichelns, 1925).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speech may reflect the various perspectives that the critic adopts i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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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her analysis. However, a rhetorical critic should create a sound case 

for evaluations and judgments that support rational and persuasive 

argument. 

As part of making that persuasive argument, metaphor has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rhetorical devices used since the ancient times. Indeed, 

metaphor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decoration and ornament” 

(Aristotle, 1991; Cicero, 1986) for early rhetorician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philosophical thinkers who argue on “the limitation of 

metaphor that it often disturbs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true 

knowledge” and goes on to criticize the improper use of metaphors that 

confuses meanings (Hobbes, 1651, 1951; Whately, 1864; Rorty, 1979). 

However, Friedrich Nietzsche claims that metaphor stimulates our senses 

(Nietzsche, 1911)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especially from the 

audience’ point of view in understanding the speaker’s intentions. I. A. 

Richards, in his work, The Philosophy of Rhetoric, extended the role of 

metaphor as “a borrowing between and intercourse of thoughts, a 

transaction between contexts. Thought is metaphoric, and proceeds by 

comparison, and the metaphors of language derive therefrom” (Richards, 

1936, p. 94). Lakoff and Johnson (1980) claims that metaphor constructs 

the present reality and affects our conceptual system which means reality 

can be constituted through and by language used. In rhetorical criticism, 

metaphor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recent decades and the critics 

view metaphor not merely as ornamental but as means in which 

arguments are processed. Rhetorical critics have employed metaphoric 

criticism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metaphors used in public 

speeches as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speaker’s appeal to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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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s’ social context and reality. 

Osborn and Ehninger (1962) argue that either ‘archetypical metaphors’ 

or ‘private qualifiers’ provoke profound emotional and intellectual 

experiences of the audience. Osborn (1967) suggests that metaphor in the 

speech function as “communicative stimulus” and “mental response.” 

Metaphor transforms ‘the usual denotation’ into ‘special denotation’ in a 

particular context. Osborn claims that speaker’s selection of metaphor 

affects audience’s perception of reality. ‘Archetypal metaphor’ recur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ry (1983) analyzed Hitlers ‘infestation’ 

metaphor to despise Jews and Jamieson (1980) compared the metaphors 

of Edmund Brown to Pope Paul VI. Stelzener (1977) citicised President 

Ford’s war metaphor on inflation while Butterworth (2007) published 

President George W. Bush’s ‘reciprocal metaphors of sports and war on 

Iraq’. Robert Ivie’s work’s on Metaphor and the rhetorical invention of 

cold war “idealists” has been recognized by critics as important and 

insightful. Ivie assumes that metaphor is at the base of rhetorical 

invention (Ivie, 1987, p.198).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earch on the “Iron Curtain” metaphor, 

published in books, journals and article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inews of Peace” metaphor for US-UK alliance and 

“Tower of Babel” or “Temple of Peace” for the United Nations. Rickert 

(1977) employed Osborn’s concepts of metaphor to analyze Churchill’s 

war rhetoric while Harbutt (1986) devoted a book on “Iron Curtain”, 

focusing on the detailed political and historical issues. In this paper, we 

reevaluate the roles of ‘the sinews of peace’ metaphor and its functions 

to discuss Churchill’s motives of using ‘Temple of Peace’ and ‘Tow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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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 These dominant metaphors both reflected and reinforced a desired 

conceptual world view for the audience to define the situation and gave 

advocates an inventional tool specifically for deliberating international 

policy.

From another perspective, this speech is better understood from genre 

criticism. Hinds and Windt (1991) asserts that “The Sinews of Peace” 

(1846) speech should be regarded as epideictic rather than deliberative. 

Hostetler (1997) concluded that the speech is “an apparent case of 

artistic success and persuasive failure” (p.419). His profound analysis on 

metaphor is very insightful, but his analysis on argumentation by John 

Austin’s speech act theory (Austin,1962), elocutionary, illocutionary, and 

perlocutionary act falls short. He disregards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deliberative genre altogether in his analysis.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Churchill’s choice of metaphors, other figures and disposition of the 

speech are meticously strategic and invites the audience to deliberate 

particular kinds of decision making, common in the deliberative genre of 

rhetoric. 

Rhetorical genre originated from ancient Greece. Aristotle (1991) 

identified three basic genres of rhetoric; forensic, deliberative, epideictic. 

Edwin Black (1965) attempted to broaden Aristotle’s notion of how a 

rhetorical situation makes rhetorical strategies available for the speaker 

and influences the audience. Lloyd Bitzer (1968) set forth a concept of 

“rhetorical situation… dictates the purpose, theme, method and style of 

the [speaker’s] response” (p. 66). He introduced ‘rhetorical exigence’ that 

“specifies the audience to be addressed and the change to be effected,” 

and that there are potentially constraining contextual elemen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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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s, attitudes, documents, facts, traditions, images, interests, motives” 

as well as the speaker’s personal character and style (pp. 63-65). They 

viewed rhetorical situations recur to generate genre. Black’s outline of a 

new generic taxonomy and Bitzer’s notion of rhetorical situation large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generic criticism. In Form and Genre: 

Shaping Rhetorical Action, Campbell and Jamieson (1978) provide most 

concise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s of rhetorical genre. They define 

rhetorical genre as a fusion of elements, formed from a constellation of 

forms, such as substances, strategic characteristics, stylistic features, and 

organizing principles. Generic criticism enables critics to understand social 

reality and its relationship to rhetoric.

Aristotle describes that, in a deliberative speech, future is the domain 

of time, and policy is the topic in which audience becomes the 

decision-makers, with the purpose being expediency, with dominant style 

as comparisons, examples, and analogies frequently appear as rhetorical 

devices. We will argue that Churchill’s “The Sinews of Peace” is a 

deliberative speech on international policy, and will look closely at the 

nature of the deliberative elements.

III. Rhetorical Analysis of Metaphors

Jonathan Charteris-Black (2005) claims that “metaphor is an effective 

rhetorical means for persuading because metaphors work by transferring 

what is already known to understand things that are less well known and 

therefore activates pre-existing knowledge. Metaphor provides a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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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which words from a literal source domain are used to interpret a 

lesser known, abstract target domain. Metaphor is therefore a crucial 

means for accessing the voice within” (p. 18). Churchill knew the power 

of using metaphors that would symbolically trigger the imaginations of 

the audience as well as effectively communicating his strategies. 

Churchill’s rhetorical style remains similar to his wartime speeches, as he 

uses well proven rhetorical tools and expressions to communicate his 

concerns.

1. “Iron Curtain” Metaphor

At the time of giving this speech, Churchill was gravely worried about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He did not want another world war, 

an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devastating agony, the only way was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maintain stronger military power. The 

play of the Second World War was over, but for Churchill, another 

fearful ideological play was about to begin, the so-called “Cold War”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Churchill carefully gives a preview 

of the iron curtain metaphor in the paragraph right before: “A shadow 

has fallen upon the scenes so lately lighted by the Allied victory” 

(Cannadine, p. 303). He intentionally builds up his argument by using 

negative words such as ‘shadow’ and ‘fallen’ to achieve the climax with 

the striking metaphor of an “iron curtain” that will effectively explain the 

ideological division, democracy versus communism: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Cannadine, 2007, p. 303)

By drawing a line from the north Baltic’s harbor city of Stettin dow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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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riatic Sea’s city of Trieste, Churchill is planting in the minds of 

the audience a clear geographical line, a visual rhetorical effect of 

something that could definitely divide them. This spatial awareness 

stimulates the audience of actual physical place – and therefore, actual 

physical threat of the Soviet Union. This rhetorical method of “space” 

strengthens the “iron curtain” metaphor. As the most appropriately chosen 

metaphor to indicate the Cold War and ideological iron curtain which 

intensified that ideological division. 

He then lists countrie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iron curtain” 

and claims that what he has announced are “facts – and facts they are – 

this is certainly not the Liberated Europe” that everyone had been 

fighting for. He uses the word “shadow” one more time to emphasize 

that it has fallen “upon the world” in order to warn the audience that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of another war. A very strong curtain, made 

of iron, although invisible to the eyes, will separate democracy and 

communism, geographically from east to west, and even denote the 

beginning or end of a certain period of time, an era. Any kind of 

curtain that serves to exclude light or vision from either side made of 

iron would be almost impenetrable and therefore more suspicious. 

Churchill is basically pointing out the unclear intentions of the Soviet 

Union by negatively associating the division using “iron curtain” as a 

metaphor. Geographically, Britain and the Western Europe provide a 

buffe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Churchill is putting himself 

in the position of the audience that he is on the same side of the iron 

curtain as the American audience. Churchill’s iron curtain metaphor is 

not only an artfully constructed rhetorical image, it also work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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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se for a bold political proposal. In terms of this particular 

argument, the proposal failed while the premise on which it rested 

succeeded.

2. “The Sinews of Peace” Metaphor

The title of the speech is actually mentioned at the end of the speech 

as, if all this time Churchill had been building up his argument for his 

carefully chosen title of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Britain and the 

US. He is trying hard to establish a sense of belonging by using a body 

metaphor, ‘sinews’ that connects muscles and bones to make up the 

whole body. Churchill is indirectly proposing that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prevent any future attacks, there needs to be cooperation, a 

sense of comradeship, a strong will to prevent future crisis. By using the 

word ‘sinews’ or literally ‘tendon’ which holds muscles and bones 

together anatomically, Churchill is trying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ne strongly connected, intact body. We need to constantly remember 

that the title Churchill gave was not the iron curtain but sinews of peace 

and iron curtain was just one of the metaphors he used to make his 

case. When the word ‘sinew’ or ‘tendon’ is used in the plural, as was 

the case by Churchill, it also includes meanings such as force, strength 

and energy. Therefore, Churchill is reinforcing his speech by titling it 

with the word ‘sinews’ to connect all the intricate connections of 

brotherhood he tried so hard to prove and establish. It is not just peace 

but sinews of peace and Churchill is implying that English-speaking 

peoples share the same body and must therefore stay as one body,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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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stined to be together, inseparable and sharing like a true 

family. He specifically uses the word sinews, an anatomical metaphor, 

because if severed would become disabled, lose its maximum function 

and strength, which he probably believed what had happened during the 

past world wars. Britain alone could not fight, he painfully realized this 

and felt the urgent need to summon his legs and arms and all the body 

parts to become a whole complete power. “There is the solution which I 

respectfully offer to you in this Address to which I have given the title 

“Sinews of Peace.” Let no man underrate the abiding power of the 

British Empire and Commonwealth.” 

3. “A Cockpit in a Tower of Babel” and “A True Temple of 

Peace” Metaphors

Metaphors with biblical associations such as “Tower of Babel”, 

“Temple of Peace” could be more convincing metaphors to those aware 

of the Bible and Christianity, which is why Churchill’s metaphors have 

both strengths and limitations. Churchill refers to the United Nations as 

“a true temple of peace”, giving the UN a special identity that can be 

imagined as something both tangible: a physical headquarter, and 

intangible: an ideologically reassuring embodiment of peace. He uses the 

Tower of Babel to indicate a mixture of diverse world and how the 

United Nations should not be just a symbolic head that could tumble 

down easily. The tone sounds not only biblical but determined:

“We must make sure that its work is fruitful, that it is a reality and 
not a sham, that it is a force for action, and not merely a frothing of 
words, that it is a true temple of peace in which the shields of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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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can someday be hung up, and not merely a cockpit in a Tower 
of Babel.” (Cannadine, 2007, p. 298)

Churchill’s emphasis on the Christian civilization limits and narrows the 

target audience and that his suggested policies will only affect those that 

are qualified to understand. To change the minds of audience who 

thought otherwise as well as to create new audience, biblical and 

linguistic associations could have been less highlighted. However, he goes 

on to repeat the close ties between Britain and the US when he says:

“I spoke earlier of the Temple of Peace. Workmen from all countries 
must build that temple. If two of the workmen knew each other 
particularly well and are old friends, if their families are inter-mingled,... 
why cannot they work together... fraternal association.” (Cannadine, 2007, 
p. 302)

It is clear here that “two of the workmen” would indicate Britain and 

the US, in other words, English-speaking peoples which is further 

elaborated by “fraternal association”. Churchill believed in his special 

destiny and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 as chosen people, another 

biblical belief and by this notion of exclusivity, he cannot but limit his 

audience.

IV. Fulton Address as a Deliberative Genre 

“The Sinews of Peace,” often called as the Fulton Address, is 

deliberative in genre, as the domain of time is the future, with the 

objective of putting forward topics regarding policy that enables audience 

to be the decision-makers. Although Churchill was giving this spee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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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acity of a private citizen – hence the argument towards this 

speech being epideictic in genre (Hinds·Windt, 1991), he was invi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speak at Westminster College in 

Fulton, Missouri. The occasion was formal if not acutely political and 

Churchill made sure that this speech on future policy, directed to the 

world audience would result in some kind of unified decision. He starts 

by saying, “The name “Westminster” is somewhat familiar to me.” 

Churchill’s political career started at the very same name in London 

that symbolizes the British Parliament. He immediately tries to establish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dds that his “education in 

politics, dialectic, rhetoric” all happened at Westminster. This opening 

resulted in laughter from the audience, putting them at ease and 

establishing openness and familiarity – a good example of a deliberative 

speech. In addition to his humor and good sense Churchill’s credentials 

were by far formidable. In terms of ethos, very few could question his 

qualifications and character. Churchill was educated at the Royal Military 

Academy at Sandhurst, went straight into the battlefield in the British 

Commonwealth, fought in numerous battles and was captured as a 

prisoner of war where he had the audacity to escape. Churchill had led 

his country with the Allied forces to victory only a year ago. He was a 

true heir to his courageous ancestor, the first Duke of Marlborough, 

famous for his victory at the Battle of Blenheim more than 200 years 

ago.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rgue or doubt when he claims to give a 

speech “with an experience of a lifetime.” 

Churchill was aware of the Americans’ suspicions and uneasiness 

towards him and the British Empire. He pointed out “the principle of 



Re-reading of Winston Churchill’s Postwar Speech “The Sinews of Peace” (1946) 159

common citizenship” and “aim at nothing but mutual assistance and 

collaboration.” Although Churchill mentions “fraternal association” 

between the two of them, he does include rest of the world when he 

quotes from his mentor William Bourke Cockran: 

“There is enough for all. The earth is a generous mother; she will 
provide in plentiful abundance food for all her children if they will but 
cultivate her soil in justice and in peace.” (Cannadine, 2007, pp. 
301~302) 

That Churchill desires, “nothing less than the safety and welfare, the 

freedom and progress, of all the homes and families of all the men and 

women in all the lands.” Notice Churchill’s clever use of tricolon, 

repeating “all” three times to maximize effect. The world had just seen 

one of the most devastating catastrophes ever and even though peace had 

been achieved, there were still issues to be resolved. Average people 

were busy rebuilding their lives and desiring to at last live without the 

fear of death. With this in mind, Churchill’s warning, sincere though it 

was, appeared to be rather tiresome for some. Pearl S. Buck warned that 

“we are nearer war tonight than we were last night” (Rose, 2014, p. 

399). Another testimony that this speech is deliberative in genre. 

Churchill could be seen as insensitive to the sentiments of many who 

were recovering from the agonizing pains of war. However, for Churchill 

in the sinews of peace speech, “There is no time for generalities, and I 

will venture to be precise.” He was extremely concerned with the 

political current that was sweeping across the world, especially by the 

Soviet Union and was determined to announce his policies, detailed plans 

to the world. Churchill uses comparisons to achieve emphasis, “so much 

sacrifice and suffering shall be preserved for the future glor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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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nkind.” Sacrifice and suffering are compared to glory and safety, 

another example of a deliberative speech. He also points out how to 

achieve collaborative efforts, “Courts and magistrates may be set up but 

they cannot function without sheriffs and constable” to achieve freedom 

“which should lie in every cottage home” (Cannadine, p. 302).

As in a deliberative speech genre, Churchill gives out detailed plans, 

strategies and instructions for a united endeavor to sustain world peace. 

He firmly believes that Britain and the US should initiate, enforce and 

manage policies together. This is the very reason why Churchill’s “The 

Sinews of Peace” is a deliberative speech. He walks the audience 

through past events and present current issues to build his true intentions 

of future policies: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and 

“Our supreme task and duty is to guard the homes of the common 

people from the horrors and miseries of another war.” Therefor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Churchill reminds the audience that during the 1930s, whilst he was in 

the political wilderness, he had foretold the world of Nazism which 

nobody listened to and as a consequence, “we were all sucked into the 

awful whirlpool” of devastating war. Churchill is giving a choice to the 

audience whether they would like to go to another “school of war” and 

be dictated by tyranny, to be poor again and fight against the horrors of 

totalitarianism and communism:

“The dark ages may return, the Stone age may return on the gleaming 
wings of science what might now shower immeasurable material 
blessings upon mankind, may even be bring about total destruction. 
Beware, I say; time may be short. Do not let us take the course of 
following events to drift along until it is too late” (Cannadine, 200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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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03)
Churchill adapts a tone of appeal almost prophetic towards the audience 

to move their minds:

“On the other hand I repulse the idea that a new war is inevitable; still 
more that it is imminent. It is because I am sure that our fortunes are 
still in our own hands and that we hold the power to save the future, 
that I feel the duty to speak out now that I have the occasion and the 
opportunity to do so.” (Cannadine, p. 306).

Although there could be dangers of another world war, Churchill 

consoles the audience that all is not lost and the future can be saved if 

they decide to follow his suggested policies. He repeats his concern and 

reminds the audience to be alert and take the initiative of preserving 

hard-earned peace.

“But what we have to consider here to-day while time remains, is the 
permanent prevention of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of 
freedom and democracy as rapidly as possible in all countries. Our 
difficulties and dangers will not be removed by closing our eyes to 
them. They will not be removed by mere waiting to see what happens; 
nor will they be removed by a policy of appeasement. What is needed 
is a settlement, and the longer this is delayed, the more difficult it will 
be and the greater our dangers will become.” (Cannadine, 2007, p. 306)

Churchill repeats by saying that the audience must learn from the past 

and not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He explains specifically to 

cooperate and refrain from temptation:

“co-operation implies in the air, on the sea, all over the globe and in 
science and in industry, and in moral force, there will be no quivering, 
precarious balance of power to offer its temptation to ambition or 
adventure. On the contrary, there will be an overwhelming assur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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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annadine, 2007, p. 308)
Churchill has now left the final decisions to the audience.

Another noticeable expression Churchill coins in this speech is 

“English-speaking peoples” which in deliberative genre could work for 

and as well as against his policy as it could limit the target audience. 

By speaking the same language, it can also be said that cultural 

similarities and values are shared. This commonality was incredibly 

important for Churchill, who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he power of understanding each other without the need 

for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Being rhetorically convincing means what 

was said and what was heard and therefore understood are all happening 

together thus achieving identification. Indeed, speaking the same language 

increases the level of persuasion. 

“But we must never cease to proclaim in fearless tones the great 
principles of freedom and the rights of man which are the joint 
inheritance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and which through Magna 
Carta, the Bill of Rights, the Habeas Corpos, trial by jury, and the 
English common law find their most famous expression in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annadine, 2007, p. 300)

Churchill strengthen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English-speaking 

peoples by using analogies such as “fraternal association” and “kindred 

system”. He connects Britain and the US like brothers. This same-ness is 

further strengthened by Churchill himself being half British and half 

American, which he mentioned in his other speeches given in America. 

Perhaps in 1946, Churchill thought his main audience were mostly 

English-speaking peoples spread across the British Empire and the 

Commonwealth. He seemed to have overlooked non-English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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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with just as strong desire to maintain hard earned peace. 

Furthermore, communism was a threat all over the world, infiltrating in 

countries like China as well as the Soviet Union who did not share the 

same language but same ideology which was good enough to consolidate 

a strong alliance. Instead of focusing only on the English-speaking 

peoples, Churchill, with his “experience of a life-time” and the expertise 

on world history and politics should have been more embracing.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some critics accuse Churchill as being 

Anglo-centric and imperialistic. He proved to be extraordinarily successful 

in terms of coining the approaching ideological war by using a highly 

effective “iron curtain” metaphor – Cold War did last for over four 

decades since Churchill’s warning – which worked for both 

English-speaking and non-English-speaking peoples. However, by defining 

his partners to be English-speaking peoples proved to be Churchill’s 

limitations.

IV. Conclusio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metaphors that have been used by Churchill to convey his concerns of 

postwar international policies. Although ‘iron curtain’ has been the most 

quoted metaphor, even becoming the working title of this speech, other 

metaphors that contributed to the overall effect of the speech have been 

re-read and appreciated. Churchill utilized various metaphors to 

rhetorically define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order to persua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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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in their eventual decision-making process.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Sinews of Peace” from a deliberative genre perspective, 

significant parts of the speech – especially other metaphors that were 

overlooked have been re-examined. The Fulton Address proposed future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to eventually move the minds 

of the audience as decision-makers.

“The Sinews of Peace” was a rhetorical masterpiece composed by 

Churchill with rich representations of effective rhetorical devices. Perhaps 

Cannadine (2007) sums up appropriately; “In retrospect, with the world 

already at the brink of the Cold War, Churchill’s words seem 

uncontroversially timely......‘It is the root of the matter, whether people 

wish to recognize it or not.’ And so indeed, it soon proved to be” (p. 

295). Rarely has one speech in the course of history create such an 

important political condition that of what Churchill branded as “iron 

curtain.” 

For non-English speaking peoples, Churchill’s coining of the target 

audience as “English speaking peoples” could appear one-sided that lacks 

strategic appeal to contemporary audience. However, “The Sinews of 

Peace” as metaphor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acceptable for potential 

audience. Similarly, the most famous metaphor, “iron curtain” works 

effectively as a cold war metaphor that was probably intended to acquire 

new audience or to create new audience. In other words, metaphors can 

create and define the role of audience. And timing is such a crucial 

factor; timing is everything especially in the polit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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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처칠의 ‘평화의 근육’ 연설 수사 평론: 
메타포와 장르 비평 중심으로

지수현 (연세대학교)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이 논문은 윈스턴 처칠이 1946년 미국 미주리 주 풀턴(Fulton)시에서 행한 일

명 ‘철의 장막’(Iron Curtain) 연설을 재분석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는 ‘철의 장

막’이라는 메타포(metaphor)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논문에서는 처칠이 

연설의 제목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평화의 근육’(Sinews of Peace) 메타포를 분석

하였다. 또한 처칠이 연설에서 활용한 종교적 메타포인 ‘바벨탑’(Tower of Babel)
과 ‘평화의 사원’(Temple of Peace)에 대해 레토릭 평론 관점에서 재분석하였다. 
처칠은 수사학적으로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을 재창조하

거나 재설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청중인 시민들이 인지적으로 처칠의 관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메타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이 논문은 처칠이 여러 번 강조한 ‘영어권 사람들(English Speaking 

People)의 단합’과 ‘형제 연합’(fraternal association)에 대한 관용구를 분석하였다. 
이 관용구는 현장 청중들인 미국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문구라고 보았지만, 처칠

이 원하던 공산국가들과 대항하는 민주국가들의 연합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청중들을 도

외시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일부 기존의 연구는 이 연설을 

誇示연설(epideictic) 장르로 분석하며 정치적인 면에서 단기적으로 비효과적이라

고 평가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審議연설(deliberative) 장르의 특성을 검토하였

다. 심의연설 장르로서 이 연설은 청중들에게 심의관 역할을 맡도록 하며, 공동

체의 유용성(expediency)을 위해 미래의 정책(policy) 방향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효율적인 심의연설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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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광고의 발화적 설득전략 연구

장인봉 (이화여대)

I. 서론 

라디오 광고는 20초 남짓한 시간 안에 청각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문 광고가 메시지 전체를 한 폭의 그림

처럼 보여주는 반면, 라디오 광고는 전적으로 선조성(linéarité)을 지니

며, 다시 듣고 싶다고 해서 시간 속에 지나간 내용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적 연속성(continuité temporelle)”(Lochard · Boyer 1998, 62)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간적 특성은 TV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

만, TV 광고는 한 장면 안에 언어 기호와 도상 기호가 함께 어우러졌

다는 점에서는 라디오 광고와는 구분된다. “TV 광고에서 사용한 오디

오를 그대로 라디오에 사용”(황지영 1999, 222 재인용)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하더라도, 라디오 광고가 TV 광고의 청각 버전 즉, TV 광고에

서 이미지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가 담당했던 ‘나’라는 화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소리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TV에서 “화면 밖 목소리(voix off)”1)로 처리되었던 서술

 1) 영어의 “voice-over” 혹은 “off-camera”에 해당하며 “연기자나 해설자 등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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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on)도 라디오에서는 어딘가의 흐름 속에 놓여야 한다. TV에서 

이미지를 비롯하여 자막이 담당하던 기능을 라디오에서는 청각 메시

지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시각적 메시지를 청각적인 텍스트로 바꾸어

야 하는 것이다2).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TV와 라디오는 발신과 수신이 같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시간성(cotemporalité)”(Lochard · Boyer 1998, 60)을 지닌

다. 청각적인 경로만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3) 라디오 광고의 “전략

적 부재”(황지영 1999, 222)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이미지

를 사용하는 광고와 달리,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www.radiobus.fm)하

는 장점을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청취자에게 텍스트가 아

닌 “담화(discours)”4)로 제시되는 라디오 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 전

략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기호5)에 대한 분

석은 흥미로울 것이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라디오 수사학에서 청중은 재판, 식장 등과 같

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사나 해설 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가리킨다. 
(네이버 사전)

 2) 오디오북도 청각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라디오 광고와 동일하지만, 오디오북은 

인쇄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은 결과물이며, 라디오 드라마와 달리 각각의 

인물을 반드시 다른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 명의 목소리로 

책 전체를 읽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달화법의 도입부(‘X는 말했다’)
도 모두 읽는다.

 3)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일명 ‘보이는 라디오’는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스튜

디오를 보여주지만, 광고는 청취자가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만이 들리며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는 스튜디오의 장면을 보여준다.
 4) 희곡 작품의 경우에도 인쇄된 글로 독자가 읽을 때는 “텍스트”인 반면, 그 작

품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 의해 연기된 연극은 관객에게 “담화”로 제시된다

(Maingueneau 1990, 143).
 5) 이종철(2012, 303)도 언급하듯이, 신문 광고나 TV 광고와 비교해 볼 때 “라디

오 광고에서는 비언어적 기호의 중요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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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자의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라디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은 무엇보다도 라디오 수신기 앞에 있을 존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

요하다6). 영화나 연극처럼 의도적으로 수신자가 되고자 극장을 찾아

가는 관객이나 신문을 읽기 위해 구매하는 적극적인 독자와 비교하면, 

라디오 수신기 앞에 있을 청취자에게 소리로 들리던 것을 메시지로 

경청하게끔 하는 매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등 

청각적 기술들을 비롯하여 수사법 등 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혹하는 설득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유명 배우가 ‘당신’이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거나 동물

이 말을 하는 등 현실세계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연출이 

펼쳐지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허구로 창조된 

세계 안에서 “독백적인 존재(ÊTRE MONOLOGIQUE)”와 “대화적으로 

보이는 존재(PARAÎTRE DIALOGIQUE)”(Adam· Bonhomme 1997, 37)가 

함께 섞이는 라디오 광고에서는 특히 언어 기호의 수사법 외에도 발

화작용의 연출(mise en scène)이 중요하다고 보고, 본 논문에서는 허구

세계 안에 청자를 끌어들이는 발화적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다7). 나아가 발화작용의 연출을 통해 듣게 되는 다양한 목소리의 양

상을 “대화주의(dialogisme)”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8).

 6) 실제로 “채널 고정”이나 “stay tuned”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7) 따라서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소개하는 상품명은 다루지 않는다. 라디오 광고

의 언어적 특징은 일반적인 광고언어의 특징을 공유한다. 언어적, 광고의 언어

적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김치수 외(1999), 박종한(2001), 이종철(2012), 황지영

(1999) 등 참조.
 8) 본 논문에서는 2010 한국광고작품연감과 https://www.adic.or.kr/search/ 

search.cjsp (광고정보센터)에 제공된 광고를 참고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광고업

협회는 광고연감을 2010년까지 인쇄물로 발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번호가 

병기된 예는 광고연감에서 제공된 예문이다. 이 밖에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전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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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화적 특징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화자가 발신하는 메시

지를 청취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며, 화자는 항상 익명의 이질

적인 “열린(ouvert)”(Lochard · Boyer 1998, 60) 청중에게 말을 건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9). 이처럼 기본적으로 “간접적 말걸기

(adresse indirecte)”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때때로 “직접적 말걸기

(adresse directe)”(Hennion · Méadel 1986, 61)를 병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뷰 등 청취자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는 ‘직접적 말걸기’

에 해당하지만, 연출된 허구세계인 광고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

이 모든 광고에 공통된 특징이라 하더라도, 신문 읽기나 TV 시청에 

비교하면 라디오 청취는 대부분 다른 활동과 병행된다는 점에서 청자

로 초대하는 전략이 더 많이 요구된다. 라디오 광고에서 특히 청자를 

발화상황에 초대하는 연출이 많은 것은 이러한 청자의 특성에 기인한

다고 하겠다. 광고의 특성상 실제 발신자는 광고주이고 목표로 삼은 

수신자는 잠재적인 소비자인 청취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된 허구세계에서 펼쳐지는 참여자들의 공동발화작용(co-énonciation)은 

역동적인 관계 속에 놓일 것이다. 창조된 허구세계를 듣는 순간 우리

는 광고가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일 것 같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10) 청각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상

 9)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따라 스튜디오에 직접 청중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물고, 그런 경우라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신자, 대화자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밖에 있는 청취자들이다.
10) “재현된 세계가 참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그 세계가 그래도 참이라는 믿음

이 공존하게 된다(Cohabitent, en effet à la fois, une certitude que le monde 
représenté n'est pas, et la croyance qu'il est quand même “vrai”)”(Adam·
Bonhomme 199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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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출된 발화작용은 라디오 광고에서 펼쳐

지는 중요한 설득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이다.

1. 공동발화작용

우선 라디오 광고에서 연출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연극적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극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발

화상황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작품 속 인물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와 관객 사이의 대화가 그것이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대화

가 인물들의 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작

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작가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반면, 인물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칭적” 커뮤니케이션 관계(Maingueneau 1990, 141; 

Kerbrat-Orecchioni 1984, 48)에 있다. 이 밖에도 연극에서는 인물이 다

른 인물과의 발화상황을 벗어나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백을 통해서, 

일방적이지만 인물과 관객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연출되기도 한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라디오 광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광고주가 

잠재적 소비자인 청취자에게 말을 건네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연출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또한 

방백과 같이 인물이 청중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인

물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허구세계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세계의 배우 

자격으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연출한

다는 점이다. 광고 수신자도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창조된 허구세계인 광고 안에서는 마치 관객 중 한 명이 무대

에 초대되어 인물을 상대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역할 교환’이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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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모든 행위자들 사이에 역동적인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인 ‘공동발화작용(co-énonciation)’의 특징을 보인다.

광고에서 한 명의 목소리를 통해 독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에는 ‘나’와 ‘너’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광고주인 발신자가 잠재적인 

구매자를 수신자로 삼고 말을 건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1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등장하는 경우, 특히 대화 형식으로 

연출된 광고에서는 단순히 발신자나 수신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광고에서 들리는 화자와 청자의 목소리는 광

고주와 구매자라고 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통해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우선 연극에서처럼 인물들 사이의 대화로 구성된 광

고의 예를 보자.11) 

(1) 여1 : 예빈이 너 내 노트북 쓰지 말랬지.
여2 : 나도 사러 갈거거든 [...]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들 사이에 오

고가는 대화 장면을 연출하였으며, 이 때 청취자는 발화상황 밖에 위

치한다. 라디오 광고의 특성상 청취자에게 쉽게 기억되도록 인물의 

목소리를 로고송으로 대치하기도 한다.

(2) 박소현 : 언니, 저 배우 박소현이예요.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로고송 :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박소현 : 하여튼, 언니. [...] 나왔어요?

11) 예 (1)에서 인물들 사이의 대화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발화참여자들 사이의 변

화는 §3, 예 (9)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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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2588 완전 불러보고 싶어요.

인물들 사이의 대화는 반드시 대화 형태가 아니어도 독백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예 (3)은 ‘한지민’이 배우로서가 아니라 인물을 연기

하는 ‘한지민’으로서 대화상대방(선배)과 전화통화를 하는 듯한 대화 

상황을 연출한다 :

(3) 여보세요? 지민이요. 한지민.
아 선배 지금 운전중?
오늘 또 회식이라면서?
너무 달리지 말라구.
올드하게 대리운전 전화로 부르지 말구.
남들 다 쓰는 카카오T대리 쓰세요.
쉽잖아.

예 (2), (3)과 달리 예 (4), (5)에 제시된 대화를 살펴보면, 화자는 자

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화자의 자리에 소비자가 쉽

게 동일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4) 남: 어서 오세요.
여: 새로 나온 아반떼 보러 왔는데요.
남: 이번 아반떼가 정말 잘 나왔죠? 설명 좀 드릴까요?
여: 세상에 아반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반떼가 어딨죠?
남: 고객님 보고 계시는 차가 아반떼입니다.
여: 이렇게 몰라보게 바뀌었다구요?

(5) 남1 : Hello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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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2 : (중국어) 
여1 : (일본어)
남3 : Bonjour Samsung [...]
남Na12) : 세계는 지금 삼성을 부릅니다.

글로벌하면 삼성. 해외투자도 역시 삼성증권입니다.

다음 예 (6)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인물들(여1, 2, 남1)과 광고주를 

대변하는 서술자(여Na) 사이에 오고가는 상호발화작용 상황을 보여준

다. 연극이나 소설처럼 작가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달리13), 수신

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취자에게 발언권을 주어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연출한 것이다.

(6) 여1 : 책장에 쌓아둬요.
 남1 : 아우 아깝죠.
 여2 : 필요한 사람 주면 좋을텐데

 여Na: 그 마음 교보문고가 다시 사겠습니다.
2월에 광화문점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책을 3월말까지 

반납하시면 책값의 반을 돌려드려요. [...] 

예 (6)은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예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 상품을 알게 된 후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뒤이어 오는 것이 시간적 흐름에 맞지만 이를 거슬

러 소비자의 반응을 “허구로(de façon feinte)”(Adam· Bonhomme 1997, 

37)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는 소비자의 역할에 청자가 동일시하여 발

화에 참여한 듯한 효과를 기대하는 발화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12) Na.는 서술자(narrateur)를 가리킨다.
13) “연극의 경우 작가(auteur)는 인물 뒤에 숨고, 실제 존재인 배우(acteur)는 허구

적 실체인 인물 뒤에서 잊혀진다”(www.editionstheatral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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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광고가 실제로는 일방적인 커

뮤니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듯한 “수신-반

응의 연출(mises en scène de la réception-réaction)”(Adam· Bonhomme 

1997, 40)을 보여준다. (6)과 같은 방식이지만 다음의 예 (7)에서는 실

제인물(정호승)의 등장을 통해 광고를 접하는 청취자로 하여금 “가상

의 교류(échange illusoire)”(Adam· Bonhomme 1997, 37)가 마치 실제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7) 남 : 시 쓰는 정호승입니다.
30년전 귀한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서점이란 정말 

꿈 같은 곳이었죠.
저도 교보문고에 빚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Na: 아닙니다.
교보문고의 고객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을 밝혀주고 

계시니까요.
교보문고 30년, 당신께 고맙습니다.

예 (7)에서 허구와 실제의 교류에서 인칭대명사 ‘당신’의 중의적인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서술자(여Na)가 지칭하

는 ‘당신’은 대화상대방인 인물(정호승) 혹은 문맥 속의 ‘교보문고의 

고객들’뿐 아니라 청취자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 아당· 본옴므(1997, 

37)의 설명에 따르면, “독백적인 존재”와 “대화적으로 보이는 존재”를 

섞어놓기 위해 발화적인 혼합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허구를 통해 실제

로는 광고 수신자가 답변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깨는 것처럼 

믿게끔 하는 설득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광고에서 창조된 허구세계에서 화자의 위치에는 상품 자체가 놓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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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남Na: 전모델 1등급 연비를 받았다. Who am I?
베르나 트래스폼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디오 광고는 배우, 역할을 맡은 인

물, 청취자, 소비자 그리고 광고주 등 관련된 행위자들뿐 아니라 상품

도 말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계를 재현한

다.

2. 발화참여자의 변화

라디오 광고를 하나의 담화라고 볼 때 광고 한 편에서 처음부터 끝

까지 항상 동일한 대화참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나 청자

가 하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고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9) 여1 : ① 예빈이 너 내 노트북 쓰지 말랬지.
여2 : ② 나도 사러 갈거거든.
여1 : ③ 노트북 게임기는 물론 다양한 IT가전까지

여1, 2 : ④ 롯데하이마트 IT가전 페스티벌

지금 저 예서, 예빈이랑 IT 가전 초특가에 다양한 

혜택도 만나보세요.
여2 : 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로고송 : ⑥ 하이마트로 가요

여1 : ⑦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매장 문의.

예 (9)에서 처음에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①, ②)로 시작되었으나, 

뒤에 가서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리는 대화(③-⑦)는 역할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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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라기보다는 광고주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대신하며, 따라

서 인물들이 말을 건네는 상대는 인물들 밖의 존재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10) 여: ① 투자고수 천명이 보유한 종목은?
남: ② 네?
여: ③ 30대 직장인 남성이 어제 매수한 종목은?
남: ④ 패... 패스

여: ⑤ 지금 삼성증권 투자 원정대에 물어보세요.
남: ⑥ 네이버증권 모바일에서 만나는 삼성증권 투자원정대

여: ⑦ 어머 ! 성공투자 지원금이 총 2억 2천만 원?
남: ⑧ 지금 검색창에 삼성증권

여: ⑨ 원금손실에 주의하세요.

질문을 하는 사회자(여)와 퀴즈를 푸는 인물(남) 사이의 대화(①-④)

는 뒤이어 광고주를 대변하는 화자(⑤)로 바뀌고 이에 퀴즈를 푸는 

인물(남)이 그 역할에 동참하는(⑥, ⑧) 등 발화참여자의 변화를 보인

다. 이러한 특징은 객관적인 기술로 서술하는 아래 예 (11)에서도 드

러나는데, 종결어미(되다, 된다, 시작합니다)의 변화는 발화상대방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11) 주거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다.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가 되고

랜드마크를 넘어 시대의 기준이 된다.
효성이 만드는 프리미엄 꿈의 공간

3월 인천개항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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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화와 서술의 혼합

흔히 격언이나 속담처럼 화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서술은 보편

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로브리외(Robrieux 1993, 137)에 따르면 

수사적으로도 사실을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은 청중을 감동시키기에 

효과적인 논증방법이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광고의 경우

에는 창조된 “작품 속의 허구적 존재(être fictif, intérieur à l'oeuvre)”이

며 “담화 존재(être de discours)”(Ducrot 1984, 208)인 서술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동시에 담화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발견된다. 신문 

광고처럼 반복해서 읽을 수도 없고, TV 광고에서처럼 이미지도 없이, 

20초라는 짧은 시간적 연속성 안에서 청자를 유혹해야 하는 라디오 

광고의 특성상 청취자를 적극적인 청자로 초대하기 위해 서술자도 발

화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역동적인 연출이 필요할 것이다. ‘화

면 밖 목소리’였던 서술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선조성 안에 다른 발화

참여자들과 차례차례 놓여야 하는 라디오 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라디오 광고의 발화적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담화와 혼합

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서술과 담화의 교대

아래 예 (12)에서 서술은 연출된 인물들(남1, 남2)의 담화에 개입하

지 않으며, 소설에서와 같이 담화와 교대로 배열된다.

(12) 남1 : 내 자산관리가 불안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새거늘 

어찌 경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단 말이요?
남2 : 삼성증권 팝 UMA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남1 : 팝 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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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Na: ① 최고의 상품만 모아 끝까지 안심되는 풀코스 자산

관리 팝 UMA를 몰랐던 것이다.
남1 : 삼성증권을 들라하라.
여Na: ② 원금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예 (12)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의 개입 방식이다. 종결어미의 변

화(①-것이다, ② -하세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①에서는 발화작

용을 배제한 것과 같은 객관적 서술이라면, ②는 발화상대방에게 말

을 건네는 상호발화작용을 보여준다14). 마치 소설의 서술에 삽입된 

예처럼 “외적 허구현실 청자(destinataire extradiégétique)”에게 “내적 허

구현실(intradiégétique)” 청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논증적 전략

(Kheriji 2000, 13)을 활용한 경우이다. 

2) 서술과 담화의 융합

서술에서 서술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디오 광고의 서술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14) 소설에서 서술자는 독자와의 대화를 흔히 괄호 안에 표시하는데, 때로는 기술

(description)(a)로 때로는 대화체(b)로 표시된다.

a. [...] 우리는 두말없이 그의 얘기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허석은 고2 봄에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다. [...]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은 

둘 다 ｢불 꺼진 창｣이라는 이태리(이태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실히 자신할 

수 없다고 한다) 가곡을 좋아한다는 점이었다(은희경 1995, 183-184).
b. Il avait envie (comprenons-le, [...]) de s'incliner... (R. Kheriji 2000, 13 재인용)

그는 ... 하고 싶은 생각(그를 이해합시다)이 들었다.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괄호 안에 표시되어 본 텍스트와는 다른 차원으로 

읽히지만,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본텍스트와 같은 선조성 안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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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활용형이 많이 사용된다 :

(13) 여Na: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14) 남Na: 주부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주부는 최상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Na: 리바트가 드리는 고품격 주방가구, 리바트 키친.
남Na: 주부에게 최고 품격의 주방 공간을 드립니다.
여a :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리바트 키친

남Na: 현대가 만들면 다릅니다.

종결어미(-ㅂ니다)를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13), (14)의 

서술자는 실제 발화인물과 다른 “서술의 인물(personnage de narration)” 

(Maingueneau 1994, 77)이다. 다음의 예 (15)는 도입(미래, 누군가에게

는 기다림의 단어지만)과 끝(미래는 먼저 시작하는 자의 것입니다)이 

객관적 서술 형태를 지니지만, 서술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언어요소들

(저, 지금 이 순간, ‘-세요’)이 포함됨으로써, 서술과 담화가 교대로 번

갈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형태를 보인다. 

(15) 미래,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단어지만

저 이승기와 당신에겐 바로 지금 이 순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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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350e를 매력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
미래는 먼저 시작하는 자의 것입니다.

3) 서술자와 인물의 상호발화작용

다음 예 (13)에서 서술은 종결어미(-ㄴ다)의 사용으로 객관적인 서

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화와의 배열에서 보면 인물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호발화작용 양상을 보인다.

(16) 여 :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썬팅 필름. 
어두운 밤에도 시야차단 없이 선명할 수 없을까?

남Na: 하이컨트라스트 컬러 필터링으로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이 보인다.
여 : 프리미엄 썬팅의 새로운 기준, 

탁트인 썬팅 필름.
아이나비 칼트윈

다음의 예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연출된다 : 

(17) 남 : 여기, 3번 회의실로, 서둘러 !
여 : 김대리, 서류 준비 다 됐나?
남 : 지금 밀리면 안 돼 ! 계획서대로 움직여 !
여Na: ① 비지니스의 전쟁터에선 가구도 무기다.
남Na: ② 첨단가구 네오스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여Na: 리바트가 만든 첨단 사무용 가구, 네오스.

‘네오스 전쟁터’ 편이라는 제목의 광고 (17)에서는 인물들(남, 여) 

사이의 긴박한 대화에 이어 서술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데, 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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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Na ①, 남Na ②)는 서술인 동시에 인물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

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①은 진리를 말하는 서술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긴박한 전쟁터에서 ‘김대리’에게 말하는 인물(여)의 목소리로도 들릴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서술자(남Na)는 상사에게 말하는 인

물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4) 분열된 화자

광고에서는 하나의 발화체를 여러 화자가 나누어 완성하는 예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종철(2012, 318)에 따르면, “라디오 광고 언어는 문

장의 종결 표시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문장부호가 종종 쓰여 있

지 않아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인가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한다”. 발화체를 나누는 것은 주로 인물들 사이의 대화에서 

보인다.

(18) [...] 남: 구두는 물론 핸드백과 패션 액세서리를

400매장 전국 어디서나

여: 하나의 상품권으로

30여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세요. [...] 

이처럼 여러 화자가 하나의 문장을 나누어 완성하는 것을 발화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화자의 분열(dédoublement du locuteur)”(Ducrot 

1984, 203)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예 (19)에서는 서

술자가 인물과 발화체를 나누어 완성하기도 하는데, “화자의 분열”을 

서술자와 인물이라는 다른 목소리가 재현한 예이다.

(19) 여Na: 시아버지도

남 : 르노삼성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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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Na: 친구도

여 : 르노삼성자동차

여Na: 여기저기 물어봐도

르노삼성자동차가

가장 만족스러운 차라고 합니다 [...]15)

III. 대화주의

광고에서 대화(dialogue)형태의 담화를 많이 사용하지만16), 대화주의

(dialogisme)는 대화(dialogue)와 구분한다.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언어 교

류인 대화와 달리, 대화주의는 하나의 발화체 안에서 드러나는 “목소

리의 중복(interférence des voix)”(Authier-Revuz 1992, T2, 5)이며, 다양

한 목소리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대화(une sorte de dialogue)”(Ducrot 

1989, 9)가 들리게 하는 발화 방식이다. 라디오 광고에 나타난 대화주

의를 크게 상호대화적 대화주의(dialogisme interlocutif)와 상호담화적 대

화주의(dialogisme interdiscursif)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하나의 발화체 안에 화자와 동일시되는 발화자 외에 다른 발화자와

의 “일종의 대화”를 들리게 하는 상호대화적 대화주의는 바흐친의 설

명에 따르면 “아직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요청되고 이미 예상된 응

답”(Verine 2005, 188 재인용)을 나타낸다. 

15) 이종철(2012, 318 재인용)
16) 2010한국광고작품연감에 실린 107개의 라디오 광고 중 캠페인 1개를 제외하

고 89개(83%)의 광고가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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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화작용 표지

발화체에 드러난 화자는 한 명이지만 마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대화주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선 이인칭 대명사와 종결어

미의 활용형을 들 수 있다. 다음의 두 예를 비교해 보자.

 

(11) 주거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다.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가 되고

랜드마크를 넘어 시대의 기준이 된다.

(20) 건국우유는 왜 나라를 세우는 우유일까요?
단지 이름 때문일까요?
건국우유는 장학사업 등의 사회환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에만 좋은 우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웁니다.
나라를 세우는 우유, 건국우유 

(11), (20)은 모두 화자의 독백 텍스트이다. 하지만 발화적 측면에서 

보면 (20)에서는 의문문이 사용되어 대화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상호대화적 대화주의를 지닌다. 

발화체를 발화상황에 연결시켜주는 인칭대명사 ‘당신’과 같은 연동

소(embrayeur)17)의 기능을 통해 단순한 청취자를 대화상대방으로 변화

17) “연동소”는 영어 단어 shifter를 프랑스어로 옮긴 용어로, “발화체와 발화작용

을 연결하는 단어들”(Schott-Bourget 1994, 78)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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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밖에도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친교

적 기능(fonction phatique)을 지니는 표현들(그거 아세요?)과 함께 발화

상황 안의 ‘당신’으로서 화자(‘저’)의 대화상대방으로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21)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목모양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전 베개부터 바꿨어요.
저의 체형과 수면습관에 꼭 맞는 맞춤형 숙면베개.
베개를 바꾸세요. 당신의 잠이 달라질테니까요.
당신이 잠든 사이 지켜줄게요. 이브자리

광고의 수신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효과를 지니는 ‘당신’의 사용

이 많기는 하지만, 광고의 모든 수신자를 가리킬 수 있는 ‘당신’보다 

제한적인 일부 수신자에게만 말을 건네는 예들도 발견된다18). 예를 

들어 (22)에서는 청취자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일부인 

‘해외주식 어렵다는 분들’에게, 그리고 (23)에서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같은 ‘미래에셋 증권 연금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말을 건넨다. 

(22) 해외주식 어렵다는 분들

저 승기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KB증권에선 해외주식도 한국식으로 할 수 있어요. 

(23) 여: 미래에셋 증권 연금고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8) 최윤선(2014, 75)에 따르면, “정치 담화에서는 수용자를 집합적인 차원으로 언

급하는 ‘여러분’이 주로 사용된다면, 광고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개인적인 접

근을 가능케 하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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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희 미래에셋 증권도 고객님의 연금을 소중히 지키고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에서는 대화상대방을 부르는 인칭대명사의 변화(여러분, 당신)

를 보여준다. 

(24) 이서진: 이서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파 사용하세요?
저는 자코모 소파를 사용해요.
원피부터 깐깐하게 고른 프리미엄 가죽이니까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니까

로고송: 자코모

이서진: 바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당신이 찾던 소파

로고송: 자코모

(23)에서와 달리, (24)에서 처음에는 한정 표현 없이 이인칭대명사 

‘여러분’을 사용하고, 뒤에는 ‘당신’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2) 되풀이

다음 예 (25)에서 화자 ‘여 1, 2’는 상대방(남)의 말(엘씨500)을 그대

로 되풀이한다. 이와 같은 되풀이(reprise)는 화자의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25) 남 : 아, 바른다고 없어집니까? 엘씨500도 몰라요?
여1, 2 : 엘씨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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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와 같은 되풀이는 하나의 발화체에 하나의 주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전달화법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뒤

크로(Ducrot 1984, 197)는 하나의 발화체 안에 여러 발화 주체가 공존

할 수 있다고 보고, 화자가 자신의 발화체 속에 일종의 질문과 대답

을 연기하는 연극을 연출하여 여러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한다고 설

명한다. 대화상대방의 말을 메아리처럼 모방하는 되풀이 형태는 하나

의 발화체 안에 화자와 다른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이중 발화작용

(double énonciation)”(앞글, 197-198)을 보여준다. 

(25)와 같이 직접 상대방의 말을 메아리처럼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

만 반드시 대화상대방의 발화가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독백이지만 

누군가와의 대화인 것처럼 보여주는 효과를 지니는 되풀이는 광고에

서 많이 발견된다.

(26) 남: 남들과 똑같은 이력서? 따분해! 
난 내는 방법부터 달라 [...]

(27) 남: 너 다른 증권회사 광고모델하더라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뭐 이런 말을 라디오 광고에서 하냐구?
나 이제 유진투자증권 스마트 챔피언 MTS로 

주식거래하는 남자란 말이야.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면 신규고객은 1년간 수수료 

무료다~

(27)에서 ‘뭐 이런 말을 라디오 광고에서 하냐구?’라는 되풀이 형태

는 마치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에 이어 상대방의 발화(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을 라디오 광고에서 하냐?)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준다. 다



192  수사학 제 34집 

음의 예 (28)에서도 독백이지만 상대방의 발화를 되풀이하고 그에 대

한 대답으로 구성된다. 

(28) 여: 왜 셀리턴 LED 마스크냐구?
빈틈없이 살려주니까

피부 깊숙이 작용하는 근적외선

세 가지 파장으로 피부고민을 한번에

셀리턴 LED 마스크

비교할수록 셀리턴

마치 대화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과 같은 ‘질문-대답’의 

형태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예박논법(subjection)에 해당하며, 로브리외

(Robrieux 1993, 79)에 따르면, 이는 독백을 대화 형태로 바꿈으로써 

단순한 단언보다 설득효과가 훨씬 크다. 예 (26)-(28)에서와 같이 독백

이지만 되풀이 형태를 사용하는 예박논법은 대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동대화주의(auto-dialogisme)”(Authier-Revuz 2003, 90)를 지닌다. 자

신의 발화체에 연극에서와 같이 ‘일종의 대화’를 연기하고 대화상대

방의 자리에 청취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발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라디오 광고에서 되풀이는 인물들 사이의 상호대화적 대화주의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음 예 (29)에서 서술자(남Na)는 인물과 직접 대

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인물의 말(지켜주고 싶다)을 되풀이하는 상호

대화적 대화주의 형태를 보여준다.

(29) 남 :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남Na: 초고장력 강판과 REPS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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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

2. 상호담화적 대화주의

바흐친의 대화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언어는 이미 누군가가 사

용한 것이며, “창세기의 아담만이 대화주의적 특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Authier-Revuz 1982, 112)이다. 우리는 내 말 속에 들어있는 “타자

의 말(discours d'autrui)”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담화는 

“이미 말해진 것(déjà dit)”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호담화의 산물

(produit de l'interdiscours)”(Authier-Revuz 1984, 99-100)이다. “내 말 속

에 끼어든 타자의 말”을 보여주는 상호담화적 대화주의의 대표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전달화법

자신의 담화 속에 타자의 담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달화

법(discours rapporté)이다. “담화 속의 담화, 발화작용 속의 발화작용”19)

인 전달화법은 라디오 광고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하나의 발화

체에 두 명의 화자를 등장시키는 직접화법(discours direct)은 화자 혼자 

두 명의 화자를 연기하는 일종의 “이중 발화작용” 형태이다. 실제 배

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방한 예 (30)에서는 피달자와 전

달동사(X가 “P”라고 말했다)는 생략하고, 화행을 표시하는 명사(‘사연’)

를 사용한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타자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이는 직

접화법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분열”(Ducrot 1984, 203)을 보여준다.

19) “Le discours rapporté, c’est le discours dans le discours, l’énonciation dans 
l’énonciation [...]” (Bakhtine 197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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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인나: 오늘의 벨몬 내추럴 사연이에요.
“인나 언니는 바디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이 뭐에요?”
저요? 전 샤워해요. 
샤워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거든요.
벨몬 브이엠 세라파이브 성분으로 피부 톤도 윤기도

좋아지니까. 
온더바디 벨몬 내추럴 스파

발화적 측면에서 볼 때 직접화법이 다른 화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방식이라면, (31)은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들려

주는 대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증언임을 전달화법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광고에 신

뢰성을 주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20) 

 

(31) 여Na: 주부 오유경씨 타이어를 말하다.
여 : 타이어관리 들어도 잘 몰라요.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이나 타이어타운에 가면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뭐 타이어 위치교환, 공기압 체크,
어 또 더 있었는데 [...] 

다음 예들도 전달화법이 두 명의 다른 화자에 의해 완성되는데, 

(32), (33)에서 전달동사는 각각 명사(‘한 마디’, ‘심경고백’)로, (34)에

서는 피전달자의 이름으로 대치된 구조를 보인다.

20) 흔히 뉴스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 등 증인들의 말을 들려

주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Lochard & Boyer 199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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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 : 요즘 척 하는 사람들 참 많죠.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아니면서 맞는 척

이럴 때 필요한 한 마디

여 : 됐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

(33) 여Na: 다음은 돈의 심경고백입니다.
남Na: 오늘 그들을 만났다.

무디스평가 국내증권업계 최고신용등급

그들은 단단했다.
돈이란 게 그렇다.
객관을 믿고 데이터를 읽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Na: 당신의 돈은 안다. 우리투자증권 

(34) 남Na :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나인

강동원: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남Na :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나인

강동원: 오늘부터 루카스나인

광고에 유명인이 자주 화자로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권위있는 특정 화자(locuteur particulier 

autorisé)” (Plantin 1996, 88)를 등장시켜 단언하는 것으로서, 권위의 논

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출처를 가리키는 언어요소가 생략된 전

달화법은 마치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견인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다성적 권위(autorité polyphonique)”(Ducrot 1984, 

153)를 이용하는 설득전략에 해당한다.



196  수사학 제 34집 

(35)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2) 인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나게 환기시키는 방법”(Dupriez 1984, 

34-35)인 인유(allusion)는 “집단 기억(mémoires collectifs)”(Moirand 2007, 

149)을 불러일으키고자 사용되는데 특히 미디어글에서 많이 발견된다. 

나의 담화 이전에 “이미 말해진” 담화를 듣는 청자는 “상호담화”를 

떠올리게 된다. 인유가 전적으로 청자의 해석에 의존하고 라디오 광

고처럼 2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청자의 집단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시 유행하는 드라마, 노래, 인물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눈

에 띄게 많이 발견된다.

(9’) 여1 : 예빈이 너 내 노트북 쓰지 말랬지.
여2 : 나도 사러 갈거거든.
여1 : 노트북 게임기는 물론 다양한 IT가전까지

여1, 2 : 롯데하이마트 IT가전 페스티벌

지금 저 예서, 예빈이랑 IT 가전 초특가에 다양한 

혜택도 만나보세요. [...]

기본적으로 인유는 전적으로 수신자의 해석에 의존하므로, 화자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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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Authier-Revuz 1984, 108) 특성을 지닌다. 예 (9’)에 비해 오래 

전에 유행했던 인물이나 표현들은 시간이 지나면 청중들의 기억에서 

잊힐 수 있는데, 다음의 광고들은 청중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시간이 걸리거나 잊혔을 가능성이 많다.

(36) 남: 세상에 핸드폰 케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머큐리와 머큐리가 아닌 제품

여: 머큐리여.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
남: 이제 더 이상 비싼 명품백은 필요없다.

머큐리 케이스 선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자.
여: 머큐리 케이스 덕분에 우리 예쁜 사랑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머큐리~! 

(37) 남: 라임씨의 증권거래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여: 온라인 수수료는 ...만 부담하고 [...]
남: 그게 어디죠?
여: 동양종합금융증권

(36)에서는 세일러문의 유명한 대사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긍정문으로 변형하였으며, 

(37)에서는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의 인물(라임)과 대사(최선입니

까?, 확실해요?)를 들리게 하는 상호담화적 대화주의를 보인다.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던 드라마나 표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

난 후에는 집단기억에서 흐릿해지거나 잊혀지는 대신, 집단 기억에 

오래 전부터 저장되어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어휘나 표현들 또

한 인유로서 상호담화적 대화주의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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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집에 관한 금융문제, 키다리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주거안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39) 남 :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간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 :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해결.
로고송 : 세 가지 맛 투존치킨

예 (38)에서 ‘키다리 아저씨’는 소설의 제목과 동일한 특정 인물을 

떠오르게 하는 동시에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후견인’이라는 보

편적 의미를 지니고, (39)에서는 햄릿의 유명한 말 “사느냐 죽느냐, 그

것이 문제로다”21)를 연상시키는데, (37)에서와 마찬가지로 (39)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변형(détournement)”(Leroy 2005, 212)은 상호담화적 

대화주의를 지닌다. 

표현이나 인물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 외에 다음과 같이 다른 담화 

장르를 연상시키는 상화담화적 대화주의 형태도 있다22). 이러한 패러

디나 모방작품(pastiche)은 광고에서 선호하는 방법(Adam· Bonhomme 

1997, 141)인데, 이는 청자에게 원작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친숙감을 

유발하고자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을 활용하는 전략인 한편 상

호담화적 대화주의에 해당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장르는 우화이다. 다음 광고는 우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모방한 광고로, 허구세계의 인물(거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질적 허구현실 서술자(narrateur homodiégétique)”23)

21) 흥미로운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표현에 대해 어린이백과

에서 ‘고사성어’라고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전에 따르면 “유명한 비극인 
햄릿에 나오는 말로, 지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사용

되고 있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네이버 사전).
22) 아당· 본옴므(1997, 143)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광고가 “상위-장르(méta-genre)”

처럼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상호담화”와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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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띤다.

(40) 여: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제 배를 가르려고 하는 거에요.
황금을 한꺼번에 가질 욕심에 말이죠.
배 안엔 아무 것도 없을 텐데. [...] 

다음 광고는 퀴즈를 모방한 예이다 : 

(41)=(10) 여: 투자고수 천명이 보유한 종목은?
남: 네?
여: 30대 직장인 남성이 어제 매수한 종목은?
남: 패.. 패스

여: 지금 삼성증권 투자 원정대에 물어보세요.
남: 네이버증권 모바일에서 만나는 삼성증권 투자 원정대

여: 어머 ! 성공투자 지원금이 총 2억2천만원?
남: 지금 검색창에 삼성증권

여: 원금손실에 주의하세요.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연출하여 투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변하는 인물의 등장에 이어 청취자에게 정

보를 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되풀이(성공투자 지원금이 총 2억2천만

원?)를 사용하여 다른 발화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상호대화적 대화

주의를 활용한다. 다음 예 (42)는 사극을 연상시키는 광고이다.

23) 주네트(Genette)의 용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서술 방식이고,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은 이질적 허구현실 서술자(narrateur 
hétérodiégétique)이다(Herschberg Pierrot 199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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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남1 : 내 자산관리가 불안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새거늘 

어찌 경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단 말이요?
남2 : 삼성증권 팝 UMA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남1 : 팝 UMA?
여Na: 최고의 상품만 모아 끝까지 안심되는 풀코스 자산관리

팝 UMA를 몰랐던 것이다.
남1 : 삼성증권을 들라하라.
여Na: 원금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고어를 사용한 시조를 모방한 예로 첫 줄의 “오호통재라”는 특히 

조침문24)을 연상시킨다 :

(43) 남Na : 오호통재라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인터넷 쇼핑 삼매경에

지름신 강림하사

최저가는 어드메뇨

헤매이는 그 찰나에

아 제발 롯데DC클릭카드

놀랍도다 최고 10% DC로
인터넷 쇼핑 천하 평정

롯데DC클릭카드 

아당· 본옴므(1997, 144)에 따르면, 이처럼 다른 담화 장르를 모방하

는 상호담화적 대화주의를 보여주는 광고들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성

가시게 말을 거는 광고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소비

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동화의 독자(40)나 퀴

즈 도전자(41), 사극 시청자(42), 시조 감상자(43) 등 “관대한 상호행동

24) 조선 순조 때에 유씨부인이 쓴 수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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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nteractant bienveillant)”가 될 수 있게 하는 설득력을 지닌다.

IV. 결론

대부분 라디오는 “동반 미디어(média d'accompagnement)” 

(www.radiobus.fm)로서, 청취자는 다른 주된 활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흐름을 중단하고 “잠깐 

전하는 말씀”인 라디오 광고는 청취자에게 잠시 라디오 수신기 곁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광고주가 “전하는” 말씀을 청취자가 

귀 기울여 듣게 하려면, “그[청취자]는 경청하는 것 이상을 듣는다(il 

[l'auditeur] entend plus qu'il n'écoute la radio)”(www.radiobus.fm)는 점을 

감안하여, 단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듣게 하는 메시지

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발화

작용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선조성 안에 창조된 라디

오 광고라는 허구세계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의 상호교류는 인물과 서

술자 뿐 아니라 실제세계의 소비자도 허구세계에서 펼쳐지는 대화에 

참여하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 안에 청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라디오 광고에서는 

다양한 대화주의 방법이 사용된다. 우선 허구세계 속의 인물과 실제

세계의 청취자 사이에 언어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은 상호대화적 대화

주의를 활용하는 광고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청취자에게 ‘직접 말걸기’

가 이루어지는 듯한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집단 기억을 불러일으키

는 상호담화적 대화주의 형태들은 청취자에게 뭔가를 공유했다는 친

숙함을 갖게 한다. 아당· 본옴므(1997, 90-91)가 말하듯이, 이처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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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가치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은 광고가 수사학 전통에서 말하

는 “식장 연설(discours épidictique)”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청취자의 동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를 구매행위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광고가 추구하는 설득을 위한 논증행위

와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정치 연설(discours délibératif)”적 특성과도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각적 방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기호의 의존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높은 라디오 광고에서는 발

화적 전략을 활용한 연출을 통해 식장 연설과 정치 연설의 절묘한 혼

합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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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nunciative persuasive strategies in radio advertising

Chang, Inbong (Ewha Univ.)

A radio advertisement must transmit a message in a period of twenty seconds, 
using only sound and no visual support. Among all audio means, including sound 
effects and music (www.radiobus.fm), this study focuses on the “enunciative games 
represented by the voice.” In this created world, not only characters, actors and 
advertisers, but also consumers and even the product itself play a role. Since 
advertising communication is in principle one-sided, all of these illusory enunciative 
games serve to seduce listeners by inviting them into an imaginary world. In this 
study, we highlight different types of dialogism in Korean radio advertising. On the 
one hand, interlocutive dialogism is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for creating 
interactions with listeners. Shifters and different verbal endings are, par excellence, 
enunciative indices. And repetition creates another voice than that of the speaker, 
hence the effect of the double enunciation. Interdiscursive dialogism, on the other 
hand, is marked mainly by the allusion and forms of elements such as reported 
speech. By making another speech, this type of dialogism could invite the listener 
into this fictitious world to become, as Adam and Bohomme (1997, 144) call it, a 
“benevolent interaction.”

주제어: 대화주의, 라디오 광고, 발화작용, 상호담화, 상호대화

Key words: dialogism, radio advertising, utterance, interdiscourse, interlo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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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자유세계에 말이 넘쳐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말로 인해 자유세계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나 법정 안팎의 세상사를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과연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

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어떤 유용성이 있기 때문일까 묻게 된다.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근거는 크게 네 가지

이다. 하지만 넷째 이유를 제외하고, 첫째부터 셋째의 이유들은 매우 

함축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석환(2015, 130-148)의 연구가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널리 수용되는 해석에 기초하고 있

지만 랍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Aristoteles, 2002)에 주로 의존하고 있

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유

들에 관해 더 천착해보려고 한다.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등과 벌인 논쟁의 연장에 

있으면서, 플라톤의 입장과도 구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이유들도 그 논쟁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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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임을 쉽게 집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히 함축

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결국 그 논쟁을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한석환의 해설에서 출발하여 그리말디의 해석을 

통해 보완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이유들은 수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로부터 수사학의 유용성

을 견지하려는 시도로 제시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 파르메니데스 이

래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말과 진리 사이의 논쟁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수사학과 진리의 문제, 그리고 수사학과 정치세

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수사학이 유용한 이유들에 대한 검토

1. 진리와 정의는 본성상 그 반대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

한석환(2015, 137-139)은 첫 번째 이유를 ‘진리와 정의가 작동되도

록 하는데 유용하다.’고 정리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즉, 진리와 정의가 본성상 그 반대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 수사학은 진리와 정의가 힘을 발휘하게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 공

적 영역에서 진리와 정의를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그

것을 주장한 사람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패한 것을 진

리와 정의를 내세운 사람들로 보고, 그 패배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그 사람들로 보는 해석은 프리즈[Aristotle(Freese) 1926, 11], 맥키

온(McKeon 2001, 1327), 암하트(Arnhart 1981, 25) 등을 비롯하여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다. 한석환(2015, 137-139)은 여기서 진리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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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철학의 주제인 진리와 정의로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

안에 묻힌 진리와 정의이며, 수사학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게 하는 것에 관계된다고 하고, 또 진리와 정의가 본성상 반

대의 것에 대해 우월하다는 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본래 힘이 세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한 진리와 정의가 

이기는 것이 옳은데, 공적 영역에서 진리와 정의가 그 센 힘을 발휘

하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면 진리와 정의가 약해서가 아니라 대변하는 

사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진리와 정의에 

본성상 내재된 힘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주

로 랍[Aristoteles 2002, 82-84]의 해설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이상의 설명에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언뜻 생각해봐도 

진리와 정의, 또는 진실과 올바름이 과연 본성상 우월한 힘을 가졌는

지는 그리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진실되고 올

바른 것인지는 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짓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거나 ‘정의는 불의를 이긴다’는 것이 과연 진실과 올바름이라

는 어떤 실체가 있고 또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어떤 물리적 

힘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는 잘 분

간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긴 쪽은 언제나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패소한 쪽은 그 반대로 말하는 것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가 개별 사안에서, 그것도 도대체 어떻게 발견되고 인식될 수 있

는지는 논외로 하고[물론 수사학과 진리의 관계는 끊임없는 긴장의 

영역이자 우리가 큰 주의를 다해서 문제시해야 할 지점이다. 아리스

토텔레스가 이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더 살펴볼 점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수사학을 중립적인 도구로 이해하고 또 설득력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정의한 점(1355b7, 1355b26-28)에서 수사학

이 진실이나 정의로움 자체를 겨냥한 학문은 아니라 이해한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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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고 생각된다], 본성상 그 반대의 것에 대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경험에 반하지는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 

‘진실을 말했음에도 패배했다면 그 패배는 진실을 말한 사람의 패배

이고 그 결과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패배한 그 사람이다’는 

해석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패배나 패소의 원인을 수사적 기술의 

부족에 돌리는 식으로 수사적 기술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은 순환논증

이다. 재판에서 지는 것이 항상, 그리고 오직 수사적 기술의 부족에서 

생겨난 일도 아니고, 또 반대로 수사적 기술을 익혀서 진실을 말한다

고 해서 재판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사학을 익혔다고 해서 논쟁이나 재판에서 진실과 올

바름이 늘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라면, 이것은 

수사학의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 될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첫 번째 이유에 관해 다시 검토해 본다. 먼저 

본문의 의미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 패배한 것이 공적 영역에서 

진리와 정의를 주장한 당사자인지 아니면 진리와 정의 자체인지 하는 

문제이다. 슈트룸프(Schütrumpf 1994, 112-113)는 전자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첫째 이유는 다소 역설적이라고 한다. 즉, 한편으로 수사학은 

진실과 정의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진실과 정의가 본

성상 우월한 이상 사건 자체가 유리하다는 것은 승소를 보장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한편 진실과 정의가 본성상 우월하더라도 

사법체계에 따라서는 늘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불

가피하게도 법관을 설득해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런 재판에서 진다

면 그것은 그 패자의 과오이고 그에 대해 본인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패하는 것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 한석환의 견

해는 패한 것을 당사자로 보기도 하고 또 진실과 정의로 보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1) 코웁(Cope 1867, 114-115)은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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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리와 정의가 패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허위와 궤변의 폭로를 위

한 수단이 되는 이 가치있는 수단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당사자 본인

들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코웁은 여기서 패배가 진리와 정

의 자체의 패배라고 해석한 빅토리우스(Victorius)의 견해가 있지만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진리와 정의가 자연적으로 그 반대의 것에 

대해 우월하다면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패배가 어떻게 진리와 

정의의 패배라 볼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며 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그리말디(Grimaldi 1980, 26-27)는 전자로 해석하는 로스(Ross), 바이워

터(Bywaters), 카셀(Kassel), 반 스트라텐 및 드 브리스(Van Straaten & 

De Vries) 등의 견해들을 소개한 다음, 후자로 보는 해석을 지지한다. 

또 그리말디는 진리와 정의를 패배시킨 것이 당사자인지, 잘못된 판

단인지, 아니면 그 반대물인 허위와 부정의인지에 관해서도 검토한 

다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수사학은 

유용한데, 진실과 옳음은 본성상 그 반대의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판결(판단)이 응당 내려져야 할 바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

 1) 한석환(2015), 137면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판단이 정상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 진리와 정의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열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는 표현이 보인다. 여기서 패배한 것은 진리

와 정의가 분명하고, 비난받을 것도 진리와 정의가 패한 결과로 읽힌다. 그러나 

139면에는 ‘진리와 정의가 논증에서 원초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

데 그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열패를 당한다면 그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진
리와 정의가 약해서가 아닌 것이다. 진리와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의 능력에 문

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사람이 패한 것이고 패한 사람이 비난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표현이 있다. 그런데 같은 면에서 다시 ‘힘이 센 진리와 정의가 공적 

영역에서 저보다 약한 거짓과 열패를 당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대변하는 사

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패한 것은 진리와 정

의이고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한 당사자라는 의미의 서술로 보인

다. 이러한 점에 관해 본문 해석이 그만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한석환

의 견해도 그러한 해석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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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정의는 그 반대의 것에 의해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런 결과는 비난받아야 한다.” 아트윌(Atwill 2009, 205)의 비판이 

있지만, 케네디의 번역[Aristotle 2007, 35)는 그리말디의 해석에 따르

고 있다. 작스(Sachs 2009, 136)도 진실과 정의가 그 반대의 것에 의해 

무력하게 되었다고 옮긴다. 

두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류적인 해석에서 수사학은 진리와 

정의의 우월함이 관철되도록 돕는 보조적 도구이고, 공적 영역에서 

진리와 정의를 내세운 사람이 패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그 사람의 개

인적인 능력 부족이 비난받을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학의 

필요를 설명할지는 몰라도(그렇다고 해도 결국 순환논증에 불과하다) 

수사학이 왜 유용한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리

말디의 해석에는 진리와 정의가 그 반대의 것에 의해 패배하지 않도

록 막는 것에 수사학의 유용함이 있다는 함축이 있다. 그리말디(1980, 

27-28)는 이에 관해 설명하기를, “수사학은 미메시스(mimesis)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단자에게 실재(즉 참과 정의)를 다시 보여주는

(re-present)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사학은 이것을 오직 언어를 통해서

만 할 수 있다.”, “진리와 정의가 패했다면, 그것은 수사학이 미메시스

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학의 과제는 진

리와 정의를 수완 좋게 다루어내는 것인데, ‘언어에 사실을 제대로 담

아내는 (수사학적) 과제가 실패할 때마다 진리 또한 파괴되고 만다

(1172a 35-36)’고 하고, 여기에 수사학의 유용성이 있다고 한다. 쿠퍼

(Cooper 1932, 5)도 첫째 이유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실과 정의가 

본성상 우월하기 때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사학에 관한 지식과 훈

련은 허위와 부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막는다.”로 표현하는데, 이를 본

문의 함축으로 이해한다.2) 

 2) 쿠퍼(Cooper 1932, 5)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수사학은 유용하다. 첫째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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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첫째 이유의 핵심적인 부분인, ‘진실된 것과 올바른 것은 

본성상 그 반대의 것에 대해 우월하다’는 문구의 의미를 살펴본다. 한

석환(2007, 68-70)에 의하면, 참되고 옳은 것 자체는 실재는 아니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라 한다. 대신 참되고 옳은 것이 본성상 

그 반대의 것에 우월하다는 것은 강한 증명력,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

로 이해된다(한석환 2015, 138).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유용한 

세 번째 이유를 거론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상반된 두 방향의 논증이 각기 자기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성립시키는데 있어 전제하는 사실들이 동등하지는 않다. 그러나 

진실된 것과 더 타당한 논증이 본성상 언제나 더 타당한 실로기슴

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한마디로 말해, 더 설득력이 있다

(1355a37-38)(한석환 2015, 138).

어떤 말이 참되다는 것은 실재에 대해 그 말(언어)이 부합하고 잘 

조응하는 관계에 있을 때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것은 존재 

자체는 아니고 존재에 관한 사유 속에만 존재한다. 이것은 말이 이치

에 닿는 경우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확신하게

끔 이끄는 힘은 단지 말의 힘이 아니라 실재와 잘 조응하도록 말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는 것이다. 헬레나 찬가
(Encomium of Helen)에서 고르기아스가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와 잘 조응하는 말에는 더 큰 힘(설득력)이 있

다고 말한 셈이 된다. 이처럼 말은 진실이 가진 힘을 드러내는 수단

리와 정의는 본성상 그 반대의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이 내려

져야 할 바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진리와 정의의 편에서 말한 사

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이 기술을 게을리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수사학에 

관해 적절하고 필요한 훈련을 다한다면 허위와 부정의가 판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214  수사학 제 34집 

이자 통로로서, 실재와 조응하도록 말을 잘 다루어낼 때 비로소 진실

이 가진 힘이 말에 담기게 된다. 그래서 ‘진실되고 올바른 것은 본성

상 그 반대의 것에 대해 우월하다’는 말은 ‘진실되고 올바른 것은 그 

반대에 대해 더 큰 설득력이 있고 또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만들어내기 쉽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진실되고 정당한 것이 그 

반대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은 곧 ‘해당 사안에서 취한 입장이 반대 

입장에 비해 더 설득력 있는 논증을 만들어내기 훨씬 용이한데도 반

대 입장에 설득되도록 판단내리는 사람을 뺏겼다’는 의미가 된다. 그

리고 이것은 곧 사안에 조응하여 이치에 닿고 설득력 있는 말을 찾아

내는 능력이 본질인 수사학의 패배라는 것이다. 그리말디(1980, 27-28)

도 수사학의 유용성은 실재와 조응하도록 말을 다루어 내는 것에 있

다고 해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주류적 해석을 다시 검토하면, 주류

적 해석의 문제는 개별 사안에서 진실되고 올바른 입장과 그 반대의 

입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수사학이 그 중 진실되고 올바른 입장을 선

택해서 정반대되는 입장과 경쟁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경쟁적 활동과 관련된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사고가 옳지 않다는 

것은 수사학의 과제이자 수사학이 발휘하는 진정한 힘이 양쪽의 입장

을 모두 대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보아

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수사학과 변증술만이 서로 반

대되는 것을 모두 증명하며 또 둘 다 똑같은 정도로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1355a35). 할리웰(Halliwell 1994, 237)은 여기서 

수사학이 변증술과 마찬가지로 어느 주제에 있어서건 설득력 있는 논

증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는 것과 어느 쪽으로든 설득력 있는 논거

를 찾아내고 논증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고 보는 소피스트

들의 입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채택한 것이고, 이 점에서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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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구별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서로 상반되는 입장

을 취하여 수사적 논증을 펼치는 양쪽 모두 진실과 올바름을 내세운

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진실과 올바름이 패배했다는 

것은, 한쪽은 명백하게 진실과 정의를 내세우고 다른 쪽은 명백하게 

그 반대를 내세웠는데 거짓과 불의를 주장한 그 상대가 이겼다는 정

도의 의미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는 아무리 상반된 주장을 모두 펼쳐 보이는 능력이 수사학의 특성이

라 해도 반대 입장을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그렇다면 대결을 위해서 짐짓 반대입장을 취한 것 정도에 불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본래 가진 더 큰 설

득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판단내리는 사람을 그 반대 입장에 뺏기고 

말았다면 그런 결과는 한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

텔레스가 이런 대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수사학의 

유용성을 증명한다고 이해하는 이유는 셋째 이유, 즉 공적인 사안에 

관해 판단내리는 사람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양쪽의 상반된 

주장을 모두 제대로 검토해 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고, 수사학

이 진리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반된 견해가 대결하고 경합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진실과 

올바름이 패배했다는 것은, (어느 쪽이 객관적으로 진실되고 올바른 

입장인가와 전혀 무관하게) 수사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사적 논

증의 대결 자체가 미흡하게 전개된 탓에 결국 판단내리는 사람이 논

쟁을 통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즉 사안의 진상과 논점, 고려

할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안의 핵심 문제와 무관

한, 따라서 진실과 정의의 문제에서 볼 때 멀고 또 미흡한 판단(판결)

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말디(Grimaldi 

1980, 25)도 “진실과 정의는 그 자체로 우월한 실체로서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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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사이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수사학의 실

패이다. 이것은 수사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특히 그러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 엄밀한 지식을 말해도 다중을 설득하지는 못하기 때문

한석환(2015, 140-142)은 수사학의 두 번째 유용성을 ‘공적 영역의 

청중을 상대로 한 말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 연설에서는 학적 의미의 앎을 매개하는 가르

침(didaskalia)이 불가능한데, 청중의 낮은 지적 능력과 시간부족, 가르

침의 특수성이 그 이유라 한다. 여기서 ‘학적 의미의 앎’이란 아주 정

밀한 앎, 즉 형이상학에서 제일가는 것들, 제일원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앎이며, 따라서 감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앎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말디(1980, 28-29)도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제시한다. 다

음으로 가르침의 특수성에 관해 한석환(2015, 141)은 학적 의미의 앎

을 매개하는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전해질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소개

하고, 교육적 가르침의 관계에서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거

짓을 말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지만,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대중은 화자에 대해 그런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연설에서 일반대중은 학적 의미의 앎을 가르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는 학적 전제와 동

일한 전제를 두고서 청중이 설득되지는 않으므로 대중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논변을 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서 수사학의 유용성이 있다고 하는 랍의 해석[Aristoteles 2002, 84]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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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에서는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학적 의미에서의 앎과 

이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침의 방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는 함축을 발견할 수 있다. 대상이 청중인 한에는, 학적 의미에서의 

앎이나 그 가르침은 부적당한 것이며, 청중이 가지는 공통된 관념들 

내지 생각들을 증명과 설득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이 수사학이 유용한 근거가 된다. 또 공적 영역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설득방법은 학적 증명이 아니라 수사적 논증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르침의 대상은 기념연설, 정책연

설, 법정연설 등 수사학의 세 영역에서 다루는 주제로, 가르침은 엄밀

한 앎의 전달이 아니라 청중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설득하는 

말하기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눈에 띠는 것은 수사학의 유용성이 학

문적 앎을 중심에 둔 학문적 대화를 완성하거나 촉진하는 점에서 제

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영역을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에는 학문

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수사학이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3. 어느 쪽으로든 설득력 있게 논증을 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쪽으로든 실제로 논증해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느 것도 우리의 주

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만약 누군가 연설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논제의 어느 쪽으로든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고, 이것이 수사학의 유용한 세 번째 이유라 한다[Aristotle 2007, 

35]. 한석환(2015, 143-144)은 셋째 이유를 ‘사태의 전모를 조감하게 

함으로써 공격과 수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한다’고 표현하고, 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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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느 쪽으로든 논변을 펼칠 수 있는 수사학을 변증법적 수사학

이라 부른다. 코웁(Cope 1867, 146)도 거짓된 주장의 허위를 감지하게 

하는 점을 경계적 혹은 예방적인(precautionary or preventive) 유용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게 하고 나은 판단을 내

리게 돕는 점을 제안적(suggestive) 유용성이라 부른다. 

세 번째 이유에서는 먼저 ‘말’을 중심에 둔 사회적 실천양상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어느 쪽으로든 논증을 펼치는 

것에 탁월했던 인물이라면 단연 양면논증의 달인으로 알려진 프로타고

라스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플라톤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아리스토

텔레스에 와서는 정제된 형태로, 그리고 고유한 타당성과 실천이유를 

가진 수사학으로 탄생한 것을 보게 된다(이에 관해서는 아래 Ⅲ.에서 

다시 살펴본다). 그리말디(1980, 29)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둔 수사학은 고르기아스의 폴루스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먹는 

술책 모음에 그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어느 쪽으로

든 논증을 펼치는 것은 사태의 진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자 상대편

의 부당한 논변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4. 말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럽기 때문

이 부분의 본문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데 있어 몸으로 방어해내

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도 말의 사용에 있어 무능력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특히 사람

에게 있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유한 

면이다.’로 번역된다[Aristotle 2007, 35-36]. 이것은 말이 사람에게 자신

을 지키는 방어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또 그런 의미에서 수사학이 유

용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3) 그러나 한석환(2015, 145)은 랍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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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해(Aristoteles 2002, 85-87) 여기서 방어대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이성이 연설/말하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는 의미

로 읽고, 그런 의미에서 넷째 이유도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로고스가 아니다’로 표현한다. 또 ‘이성이 수사학을 통해 자신을 돕는

다(Selbsthilfe des logos)’는 것은 이성의 입장을 가로막는 저항이나 장

애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그 저항이란 공적 연설의 장이 가진 

특성, 즉 청중과 화자 사이의 신뢰의 결여, 청중의 부족한 지적 능력, 

당시에 통용되던 법정관행 등을 들고, 그 외에도 특히 중요한 요인으

로 민주적 표결원칙의 과도한 적용이 이성적 판단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정을 든다[Aristoteles(Rapp) 2002, 85-87]. 

넷째 이유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관념론적 색채가 있는 한

석환(랍)의 설명이 있는 외에 상세한 해석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문언의 의미가 평이하기 때문에 문언 그대로 읽는 것에, 즉 말 그대

로 말이 사람에게 방어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바로 방어수단을 제공하

는 수사학이 유용하다는 취지로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코웁(Cope 1867, 146-147)도 이 부분을 ‘방어적 유용성’이라 

하고, 몸을 지키는데 신체적 강건함이나 장비가 유용하다는 점의 유

비(analogy)로 본다. 맥카비(McCabe 1994, 142) 역시 ‘양쪽을 다 논증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사학과 변증술만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느 

쪽이든 진실된 것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실된 것이나 올

바른 것은 자연상 더 논증하기가 좋고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수

사학은 우리를 몸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말로도 우리

를 지킬 수 있게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3) 맥키온(McKeon 2001, 1328)은 ‘(사람이) 말로 자신을 지키는데 무능한(unable 
to defend himself with reason and speech)’으로, 쿠퍼(Cooper 1932, 6)는 연설에

서 ‘(사람이) 이성(말)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cannot defend himself with 
reason in a speech.)’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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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넷째 이유에서 말이 사람의 방어수단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법적 또는 정치적 위험이 말에서 생겨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agon’으로 대표되는 아테네 정치 내지 사

회상이나 누구든 동료시민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게 한, ‘graphe’로 

대표되는 소송법제가 바로 위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현대

와 같은 직업 변호인에 의한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의 직

접 변론을 강제하는 법정 절차는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말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수사학을 찾는 원인이 되었을 것

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수사학 강의를 

했다는 것도 누구든 다른 시민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적절한 방어수단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이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

로 수사학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넷째 이유보다는 첫째, 셋째 이유와 

더 관련지어 읽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성이 자신을 지킨

다’는 표현은, 사람이 사태에 조응하는 말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진

실 자체의 승리이기도 하므로 이를 이성의 입장에서 (관념주의적으로 

표현해서) ‘이성이 사태에 조응하는 말로 진실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진실과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진리 및 올바름과 수사학

1. 실재와 언어의 관계 – 언어는 진실을 담을 수 있는가?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와 정의가 본성적으로 그 반대의 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그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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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임은 살펴보았다. 여기서 설득

력은 말이 가진 힘인데, 이 힘은 말에 진실과 올바름을 제대로 담아 

낼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진실과 올바름을 찾는 본성을 

가진 존재인데, 말 속에 진실과 올바름을 제대로 담아내도록 말을 다

루어내지 못하면 진실과 올바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여

기서 사람이 진실과 올바름에 도달하는 수단이자 통로가 결국 언어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과 실재의 

관계를 꽤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이것이 수사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유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아리스토

텔레스의 태도는 멀리 파르메니데스에서 시작하여 고르기아스, 프로

타고라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언어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사

를 전제로 생겨난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하는 이 논쟁사는 

대단히 복잡하여 상론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개관하는 차원

에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의 논쟁사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몇 부분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김귀룡(2012, 60-61, 67-68, 70-72)은 플라톤까지의 논쟁사를 소

개했는데, 간략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파르메니데스는 사유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같다고 했다[이상인(2011, 63) 및 양태범

(2007, 185)도 같은 취지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르기아스는 사유되는 

것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도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사유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귀룡(2012, 67-68)은 파르메니데스나 고르기

아스의 경우, ‘있다’와 ‘있지 않다 ’중에서 (양자의 양립불가를 전제

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논증을 펼쳤다면, 프로타고라스는 ‘있다’와 

‘있지 않다’가 양립불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참과 거짓의 

관계 역시 어느 논제를 두고 대립적인 주장이 있으면 그 하나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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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반대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장 모두 진리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다. 프로타고라스를 필두로 하여 소피스트

들이 대립적인 진술이나 주장이 동등한 진리 권리를 가지고 또 동시

에 서로 대립적인 주장에 대해 입증과 반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 것

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귀룡(2012, 70-72)은 그런 의미에

서 세상에는 거짓이라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인데, 거짓말도 말인 

한에는 그것 역시 있는 어떤 것에 관해 하는 말이고, 그 있는 어떤 

것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삶, 폴

리스에서의 생활에서 로고스는 구체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

이며, 그런 점에서 노모스라 불리는 것인데, 이 노모스는 구체적인 현

실과의 연관 때문에 상황의존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런 연관을 거부

하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 김귀룡(2012, 113-115, 

180-181)은 반면 플라톤의 경우 이데아론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선택-

배제가 아니라 대립-공존을 가능케 하기 위해 얼마나 많고 또 험난한 

사유방향에 대해 모색했는지는 대화편 파르메니데스등에 나타나 있

는데, 플라톤에게 이러한 모색이 불가피했던 것은 그로서도 이데아론

을 유지하면서 이데아의 세계 내에 대립-공존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며, 이렇게 대립-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것은 그 나

름의 방식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 한다. 한편 아

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바로 경험적 사실을 

관찰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맥레오드(McLeod 

1995, 1-2)의 지적처럼 여러 학문영역에 공통되는 방법인지 아니면 사

실과 의견으로 구분해서 다른 방법론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견해 차이

가 있지만, 흔히 ‘Phainomena and the Endoxic Method’라 부른다

(Shields 2008). 

앞서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어떤 논쟁에서 한쪽의 입장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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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사학이 전체로서 다양한 견해를 허용함으로써 이성의 자기방어

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인지는 다소 해석상 차이가 있었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입장은 상반된 두 입장을 펼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수

사학이 유용한 점이 있다고 한 것에서 후자로도 이해되는 면이 있으

면서 동시에 두 입장 중 하나는 그른 것이며 수사학이 양쪽 입장을 

모두 논증하게 만든다고 해도 잘못된 입장을 진지하게 설득하려는 의

도는 아니라고 말한 점에서는 전자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없다고 하는 점에서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과 구별된다.

다음으로 수사학과 진실 내지 정당한 것의 추구(또는 추구를 위한 

관심)와의 관련성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truth)과 진실을 닮

은 것[what resembles truth. 여기서 진실을 닮은 것은, 작스(Sach, 2009, 

136)에 의하면, ‘개연적인 것(eikos, verisimilitude)’이 아니라 ‘대중적 관

념(endoxa)’을 의미한다.]을 발견하는 것은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널

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은 진실된 것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진 전형적인 특징이라 한다[Aristotle 

2007, 33-34]. 진실과 진실에 가까운 것의 차이는, 전자는 실로기슴

(syllogism)에 사용되지만 후자는 엔튀메마(enthymema)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적 증명은 엔튀메마이

고, 이것은 실로기슴의 한 종류라 하는데[Aristotle 2007, 33], 분석론 

전서 에서는 ‘엔튀메마는 개연적인 것(probabilities) 또는 단서들

(signs)에서 출발하는 실로기슴’이라 정의한다[2.27(70a3)]. 양자의 관계

에 있어 그리말디(1980, 23)는 개연적 엔튀메마와 논리적 실로기슴을 

마치 진리와 진리를 닮은 것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 양 완전

히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의견이나 믿음 (혹은 개연적인 

것)에 진실된 것이 전혀 없다거나 양자가 무관하다고 보아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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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긴 함축은, 수사학은 진실되고 정의로운 것에 

관한 앎 자체를 직접 추구하거나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 따라서 수사

학적 증명인 엔튀메마 역시 상대방을 참된 앎에 도달하게 할 수 없고, 

수사학이 그런 앎을 가르치는 수단도 아니라는 것이다. 크롬비

(Crombie 2013-2, 35)의 지적처럼 앎(epistm)과 믿음(또는 확신, doxa)의 

차이는 플라톤의 저작들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특히 플라

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에서 작중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에 가한 

비판이기도 하다[플라톤(김인곤) 2011, 81-82]. 플라톤은 수사학이 참

된 앎이나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술이라 할 수 없다

고 했다. 플라톤은 수사학이 확실한 앎 없이 단지 앎의 허상에 불과

한 믿음만 심어줄 뿐이라 비판했지만, 크롬비(Crombie 2013-1, 197)는 

그런 플라톤조차 고르기아스와 서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

다고 한다.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앎을 가지도록 청중을 가

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믿음만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플라톤(김인곤) 2011, 83]. 스토퍼

(Stauffer 2006, 29)는 플라톤이 이렇게 수사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의 의견 차이가 모호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엄밀한 앎을 가졌음에도 공적 영역에서 다중에게 가

르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앎을 가르치는 대신 공통된 일

반의 관념(endoxa)을 기초로 믿음(확신)을 심어주는 수사학이 유용하

다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앎 없이 

믿음만 심어주며 성공을 뒤쫓게 만드는 소피스트적 실천양상을 비판

하는 한편, 엄밀한 앎만 중시하여 수사학도 비난하는 소크라테스적 

실천양상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물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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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수사학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적 실천양상에 대한 

것이다). 크롬비(2013-1, 196)에 의하면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수

사학을 배운 사람이 그 기술을 권력추구와 성공을 위해 남용하고 종

국에는 절제하지 않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망상에 흐

르는 경향으로 치닫는 점을 들어 (실상은 Isocrates를) 비판했는데, 후

기작품인 파이드로스에서는 수사학을 좋은 수사학과 나쁜 수사학으

로 구분해서 후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Isocrates에) 호의적인 수정을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파렌스(Parens 1997, 126)가 지적

한 것처럼, 진실된 것과 정의로운 것에 대한 엄밀한 앎을 추구하는 

철학과 일반의 의견에 기반하여 청중에 믿음을 심어주는 수사학은 결

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또한 

수사학의 남용에 근거한 반대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모든 유익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수사학의 남용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린 문제로 변용된 

것으로 보게 된다[Aristotle 2007, 36].

2. 정의로운 것, 정치세계와 수사학

다음으로 진실된 것 외에 정의로운 것은 수사학에서 어떤 유용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본다. 정의로운 것과 정의를 닮은 것의 

구별이나 수사학이 정의에 관한 앎의 탐구나 가르침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닮은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 등은 위에서 살

펴본 것과 같다. 여기서는 법은 단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의일 뿐

이며 강자가 약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자연의 정의라는 견해

를 둘러싼 공방에서 시작하여 정의로운 것을 둘러싼 담론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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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편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가 대변하고 소크라테스가 반

박하는 이 견해는, 가가린(Gagarin 2002, 67)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안티폰의 단편 Fr.44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칼리클레스와 안티폰

과 차이점은 칼리클레스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삶과 철학에 대한 신랄

한 공격까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당대의 청년들이 연설

술을 통해 큰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법과 

정의에 관해 칼리클레스가 가진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정치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경고하고자 했다. 그래서 정치세계가 올바르게 재구성

되어야 한다면, 그 수단은 수사학이 아니라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플라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정치세계를 

건전하게 재구성하는데도 수사학의 역할이 요청된다. 수사학이 진실

된 것이나 정의로운 것 자체를 다루지 않지만, 다중에게 말하는데 있

어서는 유용하다는 것은 곧 현실 정치에 있어 수사학의 역할을 함축

하는 것이다. 엄밀한 앎을 청중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믿

음을 심어주는 수사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확실한 앎이 아니라 의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세계에 대한 엄밀한 앎이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계는 의견들과 생각(믿음)들의 세계라 

이해했다는 해석은 하스킨스(Haskins 2004, 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웬(Owen 1961)이나 너스바움(Nussbaum 1986)에 의해 제시된 이래 

널리 수용되고 있다. 체리(Cherry 2012, 100-105, 164)에 의하면, 아리

스토텔레스는 어떤 결과물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지식을 

art라 하고 숙고를 통해 행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phronēsis라 한다면 정치세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

한 지식은 후자이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소수보다는 다중이 참여할 

때, 그리고 다중에서 누가 동의에 의해 선출되어 다스리더라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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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와 피지배에 번갈아가며 참여하는 정체일수록 더, 또 개별 사

례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종류의 지식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

이 뒷받침될수록 잘 생겨나는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정치세계는 

엄밀한 앎을 가진 소수가 독점해야 할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스완슨(Swanson 1997, 171)는 정치세계에 있어 엄밀한 앎을 추구하는 

것은 철학자이며, 일반의 믿음과 의견에서 벗어나 정치세계를 구성하

려는 것은 소피스트에 불과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달인(The 

Expert in Politics)은 일반의 의견과 도덕에 기초해 정치세계를 구성하

며, 그런 점에서 정치의 달인은 logos뿐 아니라 ethos와 pathos도 겸비

한 수사학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보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

는 정치세계는 엄밀한 앎 위에 구축된 사회도 아니고, 통치자가 힘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피지배자를 굴복시키는 세계도 아니며, 일

반의 공통된 인식과 관념에 의존적인 세계로서 정치 달인의 수사학도 

여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것의 본질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나 법이 불

변의 도덕원리에 기초해 있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단순히 권력자나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있지도 않다고 보았다. 김비환(2011, 

202)은 법의 정당한 원천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넓은 의미에서 입법에 관한 정치적 프로네시스에 있다고 보았다 한다. 

의견을 중시하는 입장은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이해하는 시각도 제시

한다. 오늘날 재판에서 대립당자사가 각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전체적으로 진실발견에도 유용하다

는 관념도 멀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하자드․레무

스(Hazard․Remus 2011, 758)에 의하면, 실천적 영역을 다루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인간사에 절대적인 앎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사회

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수사학을 정치세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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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과 재판

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서도 이해하게 된다. 또 이것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adversary system)로 나타나는 것인데, 당사자주의

가 어떤 점에서는 비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탈을 

일삼는 법률가의 문제일 뿐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소리의 반복처럼 들린다.

Ⅳ. 결론

이상에서 수사학이 유용하다는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이유들

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넘쳐나는 말

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며, 그런 말들 속에 바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말들을 견뎌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진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그의 시대까지 아테네 사회에서 말을 중심으로 한 실천양상에 관해 그 

가능성을 물으며 회의하고 옹호하는 논쟁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 유용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모두 그의 시대에 수사학이 가진 현재적 유용성이 무엇인가에 관

한 입장의 제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논거가 시대를 넘어 보편적으로 수사학이 유용한 근거로 제시

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

스 수사학의 몇몇 구절에 대한 해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사학의 현재가 가진 의미를 묻는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시아파(Shiappa 1999, 53)는 수사학의 문제들의 성격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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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를 때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는 수사학의 실천양상에 대한 태도 내지 

평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케네디(Kennedy 1999, 13-15)가 코락스 

이후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수사학의 변천을 기교적 수사학, 소피스트

적 수사학, 철학적 수사학 등으로 설명한 것 역시 ‘말’을 중심에 둔 실

천양상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아파(Schiappa 1999, 21, 23-28)는 

수사학의 기원에 관해 널리 수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 이르러 ‘rhētorikē’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지적 혁신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실천양상 사이의 투쟁과 대립 속에서 

하나의 입장이 다른 실천양상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행위가 가진 의미

를 포착하려고 했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 단일한 의미를 가진 ‘수사학’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가 역사적 실천양상들 모두를 

‘수사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다양한 주체

들이 벌이는 사회적 실천양상들임에도 그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수사학의 유용성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가 그의 시대에 어떤 투쟁과 대립 속에서 이해했는가 하는 점도 연구

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중심에 

둔 우리의 실천양상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되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사학이 우리에게 필

요한 이유에 관해 주로 생각해왔지, ‘말하기’에 있어 현재 우리들의 실

천 양상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에게 유용한 실천양상이 무엇이며 또 그

것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실제적인 문제로서 따져 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수사학이 왜 유용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답변을 

제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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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examination of the Usefulness of Rhetoric: 
on Aristotle’s Rhetoric, 1355a20-1355b7

Ha, Jai-Hong (Kyonggi Univ.)

Four reasons for which Aristotle claims the usefulness of rhetoric in his Rhetoric 
are so implicitly explicated that they require a comprehensive re-examination of their 
meaning. This paper is a further study beginning from critiquing Seok Hwan Han’s 
explanation, which heavily relies on Christof Rapp’s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Rhetoric. This paper attempts to supplement Han’s limits with William Grimaldi’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Aristotle's own position on the usefulness of 
rhetoric is shaped from the context of the debate that begins in Parmenides and 
goes through Gorgias, Protagoras, and Plato. As to rhetoric and truth, Plato argues 
that if there is a necessity to constitute the political world, we should resort to 
philosophy, not rhetoric, as the means. However, Aristotle points out that rhetoric 
does not deal with truth or justice itself, but entails a necessary means to politics 
insofar as the world of politics is that of opinions and beliefs. Second, Aristotle’s 
position is to express his introspection and stance on the aspect of practices 
centering on the logos in his day. In this precise regard, discussion on the 
usefulness of rhetoric for us today should not simply be restricted to an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Rhetoric, but extended to the practice of language and 
the very way in which the meaningful and useful practice of language is named.

주제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수사학의 유용성, 플라톤,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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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목적

제 1조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

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학회지 발간

2.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3장 회원

제 1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

한다.
1.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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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에 종사하

는 일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사회

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서는 이

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

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

부해야 한다.
4.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2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액의 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

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5.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

원 자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

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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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제

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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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로 한다.
제 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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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

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

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

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

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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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 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이

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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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

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

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

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야 한다.

제 8조 조사활동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항의 요구를 거

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

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4  수사학 제 34집 

제 9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

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결과보고

①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

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

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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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②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

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2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할 있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학회·회원 소식

1. 한국수사학회 제9대 임원진 확정

2. 한국 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구축 진행 중

(2019년 하반기 오픈 예정)
3. 한국수사학회 2019년 춘계 정기 학술대회 계최 예정

• 일시 : 2019년 5월 25일 (토), 오후 1시~6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호암관 307호

• 주최 : 한국수사학회, 한국연구재단 ‘소통하는시민’ 연구팀 공동주최

• 주관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 주제 : 전쟁과 평화의 수사학(Rhetoric of War and Peace)

< 일 정 >

❙09:45-09:50❙ 개회 

❙09:50-10:00❙ 개회사: 이상철(한국수사학회 회장, 성균관대)

❙10:00-10:30❙ 발표1: 박헌영(서울대, 박사과정)
제목: 카이사르 갈리아 원정기의 수사학적 장치

토론: 안재원(서울대)
❙10:30-11:00❙ 발표2: 지수현(연세대, 박사과정)

개회식 사회 - 최두훈(세종대)

세션 1 : 학문후속세대 연구 사회 - 김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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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Rhetorical Analysis of Churchill’s “We 
Shall Fight” Speech (1940)
토론: 이윤경(성균관대)

❙11:00-11:30❙ 발표3: 윤재성(서울대, 박사수료)
제목: 서양 고대 비유론(tropus)의 발생과 전개

토론: 김헌(서울대)
❙11:30-12:00❙ 발표4: 이자원(이화여대, 박사과정)

제목: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 연설문 평화 레토릭 비

교분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중심으로

토론: 신동진(성균관대)

❙10:00-10:30❙ 발표1: 손윤락(동국대)
제목: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 소통의 조건

토론: 송대현(인천대)
❙10:30-11:00❙ 발표2: 김덕수(서울대)

제목: 로마 시민권 부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 키케로, ｢아르키아스의 변론｣을 중심으로

토론: 고경주(고려대)
❙11:00-11:30❙ 발표3: 김종영(서울대)

제목: 실러의 미적교육론과 독일의 시민 소통 교육

토론: 정창호(경기대)
❙11:30-12:00❙ 발표4: 이상철(성균관대)

제목: 미국 대학교의 시민 소통 교육: 1945년 이후

토론: 전영란(성균관대)

세션 2 : 소통하는 시민 사회 - 손영실(서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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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10❙ 환영사: 유홍준(성균관대학교 부총장, 학부대학장)
❙13:10-13:40❙ 기조강연: 김경성(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13:50-14:30❙ 발표1: 박성희·조희정(이화여대)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레토릭 구축 기제 분석

토론: 심흥식(경기대)
❙14:30-15:10❙ 발표2: 박성희·장자묵(이화여대)

제목: 병(募兵) 프로퍼갠다 수사분석: 전쟁과 게임의 

레토릭

토론: 박창식(한겨레신문)
❙15:10-15:50❙ 발표3: 강철(시립대)

제목: 의로운 전쟁론에서의 레토릭, 이중결과론에 대

한 비판적 고찰

토론: 하병학(가톨릭대)
❙14:05-14:45❙ 발표4: 조미옥(경남대)

제목: 정최치원의 ｢격황소서｣에서 전쟁과 회유의 수

사학 읽기

토론: 한성일(가천대)
❙14:45-17:25❙ 발표5: 이혜중(한국외대)

제목: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손자병법의 전쟁과 평화

토론: 이인호(한양대)

❙13:50-14:30❙ 발표1: 전종윤(전주대)
제목: 폴 리쾨르에서 대화주의와 시민 소통 교육

환영사 및 기조강연 사회: 손윤락(동국대)

세션 3: 전쟁과 평화 사회: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세션 4 : 일반 주제 사회 - 장혜영(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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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철우(한남대)
❙14:30-15:10❙ 발표2: 함종호(시립대)

제목: 한용운 시의 역설 재해석- 역설에 관한 들뢰

즈 이론을 연구방법론으로 가져와

토론: 김진희(숙명여대)
❙15:10-15:50❙ 발표3: 구자현(영산대)

제목: 과학 대중화의 수사학: 침묵의 봄의 수사 비

평

토론: 최인선(연세대)
❙14:05-14:45❙ 발표4: 신근영(상해외대)

제목: 중국 공문텍스트 완성의 조건

토론: 이현서(경인여대)
❙14:45-17:25❙ 발표5: 김세원(한국외대)

제목: 한나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과 한국 시민 

교육의 쟁점들

토론: 윤성우(한국외대)

❙15:25-15:55❙

❙17:55-18:00❙ 폐회사: 나민구(한국수사학회 부회장, 한국외대)

‘전쟁과 평화’ 세션 종합토론 사회: 한금윤(삼육대)

폐회식 사회: 한금윤(삼육대)



편집위원회 규정

2004.02.0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7.10.17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수사학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수사학 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

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

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회원 가운데 수사학 연구자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탁월한 학술연구성과, 지역대표성, 경력

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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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

결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본 학회가 주관하는 번역서와 연구서 및 교재 등의 출

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 5 조 (학회지 투고)

1. 학회지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

부를 결정한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투고 원고의 요건

1) 학술논문, 국내외 신간 서평, 번역서평, 국제 학술대회 보고, 
새로운 강의 개발에 관한 제언 등 수사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원고를 기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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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학회지에 공고되어 있는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

만 접수한다.
3)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원고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술논문의 경우 동일 호에 1인 1편만 투고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 및 논문심

사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심사를 종합하고 게재, 게재불가 

논문을 판정한다. 또한 수정 후 게재 및 재심사 논문을 처리하

고 다음 호 논문 발행에 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 7 조 (논문심사 및 게재)

학회지 게재논문은 두 단계의 심사평가 절차에 의하여 게재여부

를 확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판정하여 의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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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1. 제 1차 편집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논문주제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단 학회회원 가운데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각 논문마다 3

인을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명을 받아 본 학회 편집위원회 제 

9조 2항의 심사 기준을 명시한 통일된 논문심사양식을 각 심

사위원들에게 발송한다.
6. 심사의뢰 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

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에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

도록 조처를 취한다.

제 9 조 (심사 및 평가)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심사기준은 다음의 5 항목으로 한다.

- 수사학 논문으로서의 가치

- 논문의 창의성

- 논문의 논리성

- 논문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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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명료성

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양식의 심사의견서에 평가등급 및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평가는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 게재 가(A)
- 부분수정 후 게재(B)
- 대폭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제 10조 (종합판정의 세부기준)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된다. 2인 이상

이 <수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인 <게

재 불가>이면서 2인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

와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그 외

의 경우에는 제2차 편집회의에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

심> 또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제 11 조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제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1.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논문으로 선정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수정보고서 제출이 요청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

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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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 제5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

다. 이때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원고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 심사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재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

다.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 호에 재

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재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각 논문에 대해 전체 2/3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최종결정을 모든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8.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때 심

사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9.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 학위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부분 발췌한 논문

제 12 조 (이의제기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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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

사위원 2인을 위촉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

다. 이 경우 재심은 논문의 원본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투고자

는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학회지 제작 및 발행)

1. 학회지 제작에 관련된 제반 실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로 한다.

제 14 조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심사과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

다.

부 칙

2017년 10월 17일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1. 투고자격

(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투고 제한

(가) 타학회지와의 중복투고는 제한한다.
(나)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다)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라)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속 투고

되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3. 투고 내용 및 방법

(가)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

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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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수사학 스타일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

으로 작성하며, 학회 이메일(E-mail)로 접수한다.

4. 투고 시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발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이다.

5. 게재료

(가)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학회가 규정한 원고 

분량(인쇄면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초과 게재료를 부

과한다.

※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1)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2)게재료 : 20쪽 기준 10만원. 초과 시 1쪽 당 5,000원 부과

3)연구비 수혜 논문 :교내 지원논문 5만원 추가 

교외 지원논문 10만원 추가

4)연회비 : 3만원

5)입회비 : 1만원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원고 작성 지침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6.10.09 개정
2017.10.17. 개정
2019.04.30. 개정

1. 원고형식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글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침

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www.rhetorica.org)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

적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타일 끼워 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rhetorica.sty을 추가하고 

나서 논문작성을 시작한다. 

2. 제목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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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는 한 칸을 띄고 쓴다.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제1저자명 (소속) / 제2저자명 

(소속) / 제3저자명 (소속) / ...’의 순서로 표기한다. 
(3) 세로로 배열한다.

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고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

에는 한글에 붙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인용

―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인용문은 “ ”를 표시한다. 
―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쓴다. 
― 인용 문단은 위아래로 한 줄씩을 띄어 만들며 인용부호(따옴표)

는 생략한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

다. 
― 번역문과 원문은 한 줄을 띄지 않고 붙여 쓴다.

(3)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내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

다.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적 인

식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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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

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배 2011).

 호프만스탈의 동화는 “유미주의자의 사회적 딜레마 Das 

gesellschaftliche Dilemma des Ästheten”(Mayer · Tismar 2003, 130)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4)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내주로 제시한다.

5.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예: <표 1>, 〔그림 1〕)
(2) 그림의 개체 속성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한다.
(3) 표 제목은 표 상단의 왼쪽 정렬로 작성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

단의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6.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문헌-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

파벳 순(영어-중국어 순)으로 정렬한다.
(3)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

재된 쪽 수를 밝힌다. (아래 4항 첫 번째 예 참조)
(4)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다.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9, 343-361.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Knape, Joachim (2002), Allgemeine Rhetorik, Stuttgart. 

 공저자표기는 4.(3)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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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2)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 명 뒤에 한 칸을 띄고 연도를 쓴다. 

(위 6조 4항 셋째 예 참조) 

8. 요약 

(1) 원고 말미에 국문 원고는 외국어 요약을, 외국어 원고는 국문 요

약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15줄~25줄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저자의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표기한다.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 ‘Univ.’ 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탤

릭체로 표기한다.
(4)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6) 연구재단 등록을 위해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의 내용과 분량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9.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하

여 각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s: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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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타이틀 0 0 160 왼쪽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60 양쪽 -20
국문 윤명조130 98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영문 Candara 100 -12 11.2 보통

부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0.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필자명/소속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2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내용 0 0 150 양쪽 10
국문 윤명조120 95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9.8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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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0 0 160 양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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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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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레토릭대학 고전수사학과

이메일: susa@rhetoric.ac.kr 

11.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1) 편집용지(F7)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8     길이: 225
용지방향 세로 맞쪽

용지여백

위쪽: 16 머리말: 14
안쪽: 20 제본: 1.0

바깥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 예) “들여쓰기 -15.5”는 “내어쓰기 15.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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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 한 칸을 띄고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쓴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글 상단 바에서 “도구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
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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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명 (소속) 0 0 17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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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Times New Roman 95 -12 10.5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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