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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al decision-making processes
by which a population chooses representatives in a democratic society.
News articles on election often use figurative expressions in reporting
election-related events. This research explores how election is viewed in
media discourse and what metaphors are at work in the use of figurative expressions in terms of Metaphor Theory (MT). Examination of
reports on election shows that election is viewed as waging wars, playing sports games in most cases, displaying metaphors such as
ELECTION IS WAR/WAGING BATTLES and 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among others. This research also
shows that some of the particular processes or aspects of election are
mapped on prominent aspects of wars/battles, sports, games in denoting metaphorical meanings. This fact suggests that metaphors are at
work for figurative meanings by matching the abstract notions in the
target domains and concrete entities in the source domains. In sum,
this research argues that MT i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 of the terms of war, battles,
sports, games, and so on in representing the competitive nature of election in written media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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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WAR/BATTLES metaphor, the 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metaphor, 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

* 이 논문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떤 오류나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이
논문의 일부는 김해연, 이용은, 남성현, 김하나(2016)로 발표되었다.

394

김해연

1. 서 론

선거는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민주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조직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대표자를 선출하여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도 하며 선출된 자는 사회 조직의 공인된 직위에 취임하여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대표자를 뽑는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중요 관심사이며 그런
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많은 용어가 있고 선거를 묘사하고 기술하는 여러 문자적,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보며 이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라는 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 특히 비유적 표현들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선거의 여러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는가를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선거 관련 표현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인지언어학의 은유 이론(metaphor
theory)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Lakoff & Johnson (1980)이 일상의 많은
비유적 표현들을 인지적, 언어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 은유 이론은 인지언어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언어의 비유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Dancygier & Sweetser 2014; Deignan 2005; Dirven & Pörings 2003;
Kövecses 2002; Lakoff 1987, 1993). 이들 연구들은 일상의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많은 비유적 표현이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은유적 의미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설명하여 은유 이론이 비유적 의미 사용의 인지 구조(cognitive mechanism)를
밝혀내는 데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ancygier & Sweetser
2014; Kövecses 2002; Lakoff & Johnson 198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출마(出馬)’, ‘대권 레이스’, ‘잠룡(潛龍)’, ‘대선 주자(走者)’
등과 같은 선거 관련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관련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용어들은 운동 경기나 전쟁/전투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하는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의 예문들은 그러한 어휘의 몇 가지 용례들로서
선거 관련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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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사설] 새누리 전대, 친박 패권 세력 척결 계기 돼야
새누리당이 어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공식 선거전에 들어
갔다. 다음달 9일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새 대표가 선출되겠지만
경선전은 지금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흥행 실패는 당
권 도전자들이 ... (중앙일보 2016.07.29.)
(나) 당권 도전에서 대권 ‘큰 꿈’까지… 여야 힘 받는 50대 기수론
새누리당은 차기 당 대표와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더민주당에 비해 눈
에 띄는 50대 기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선까지
바라보던 주요 50대 기수들이 낙마한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차차기
대선주자로 지목되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기 등
판론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4.20.)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를 다루는 언론담화에서 선거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즉, (1가)에서 ‘선거전’과 ‘경선전’은 선거를 하나의
전쟁 또는 전투로, ‘흥행’은 ‘로드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나)에서 ‘기수’,
‘대선주자’, ‘낙마’, ‘등판’과 같은 용어들은 선거를 승마 (경기), 달리기, 또는 야구
경기로 보는 인지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볼 때, 선거 또는 선거 관련 정치 기사에서 운동 경기와 같은 분야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필자가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여 언어로 표현하는가라는 점에서 그 인지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
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조사하여 비유적 표현의 인지적 원리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첫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선거를 다루는 논문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은유
이론을 간단히 소개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등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선거 관련 검색어를 선정하고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언론담화에서 비유적 사용의
용례를 조사하고 그 용례들은 분류하고 정리한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선거를
다루는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유형별로, 즉 예를 들어 선거를 전쟁/전
투로 보는 경우나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표현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그 예들을
제시한다. 넷째로, 본 연구는 선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
서 분석하여 비유적 의미 사용에는 어떠한 은유가 작동되는지를 분석하여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선거 관련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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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해서 그 인지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연구가 타
분야의 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의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은유 이론과 선거 담화에 대한 선행 연구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선거 관련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인지언어학의 은유 이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
하여 그 연구의 내용과 한계점을 보이고자 한다.
은유 이론은 Lakoff & Johnson (L&J 1980)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L&J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즉 ‘인생은 나그넷길’, ‘시간은 돈’,
‘설전(舌戰)’, ‘언쟁’과 같은 표현들을 은유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L&J의 주장을 받아들여 많은 학자들이 은유와 환유를 비롯한
비유적 표현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은유 이론이 유용한 것임을 보여주었
다(Barcelona 2003; Dancygier & Sweetser 2014; Deignan 2005; Dirven
& Pörings 2003; Kövecses 2002; Lakoff 1987). 은유 이론에 따르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에 설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원천영역(source domain)에 설정되어 이 두 영역이 사상(mapping) 또는 대응
관계를 이루어 비유적 의미가 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은유 이론은 일상생활의 많은 비유적 표현은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유 이론은 과거 문학이나 수사학의 연구 주제였던 직유, 은유,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인지적 관점에서 새로이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배경으로 선거에 대한 언어학적 관점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선거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치 담화(political
discourse)의 일부로 다루어진 것도 있고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몇몇

1) L&J에 따르면 ‘인생(life)’이나 ‘시간(time)’, ‘언쟁(argument)’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나그
넷길’이나 ‘돈/재화’,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대응 관계를 맺어서 각각의 경우 [인생은 나그넷
길/여행이다(LIFE IS A JOURNEY)], [시간은 돈/재화이다(TIME IS MONEY/
COMMODITY)], [언쟁(言爭)은 전쟁이다(AN ARGUMENT IS WAR)]라는 은유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Kövecses 2002).
Lakoff & Johnson (1980)은 은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 대문자(small capital letter)로
표기하는 것을 규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따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개념으로서의 은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 ]을 사용하기로 한다(임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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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가 있다(Andersson 2011; Bartož 2012, 2014; Chilton & Ilyin 1993;
Deignan 2005; Howe 1988; Otieno 2016; 임혜원 1997).
Otieno (2016)는 정치 담화에 나타나는 은유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정치
담화 분야의 몇몇 논문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소개 논문에 따르면 Wei
(2001)는 타이완 정치 담화 분석을 통해 선거를 ‘결혼’, ‘흥행 산업(show business)’,
‘전쟁’, ‘기후’,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라는 은유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estermark (2007)는 정치 담화를 의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사회로서의 세상(THE WORLD AS A COMMUNITY)], [사람으로서의
국가(NATION AS A PERSON)] 그리고 [국가의 행위는 인간 행위(NATION
ACTING AS HUMAN)]라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를 제시하였
다. Taiwo (2010)는 나이지리아 정치 담화를 분석하여 국가를 가족과 개인으로
보는 개념적 은유가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 [정치는 전투(POLITICS AS
BATTLE)], [정치는 여행(POLITICS AS A JOURNEY)], 그리고 [정치인은
건축가(POLITICIAN AS A BUILDER)]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Howe (1988)는 1980-1985년까지의 정치 분야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에서
의 정치 담화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은 운동 경기(sports)와 전쟁의 용어들로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owe는 선거와 정치가들의 언어의 수식적 사용에서 나타나
는 비유적 표현은 정치는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rule-bound contest)을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은유(sports metaphor)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권력/힘의 행사
(unpredictable exercise of power)라는 점에서 전쟁 은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ignan (2005)과 Kövecses (2002)는 영어에 [선거는
경마이다(ELECTIONS ARE HORSE-RACING)] 은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rtož (2012, 2014)는 언론담화를 조사하여 슬로베니아와 미국의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Bartož (2012:126)는 슬로베니아의 선거 보도 담화에서
는 선거를 경쟁, 전투, 여행 등으로 보는 은유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다: (i) [선거는 경쟁이다(ELECTIONS ARE A CONTEST)],
(ii) [선거는 전투이다(ELECTIONS ARE A BATTLE/COMBAT)], (iii) [선
거는 여행이다(ELECTIONS ARE A JOURNEY)], (iv) [선거는 날씨 변화이다
(ELECTIONS ARE WEATHER CHANGES)], (v) [선거는 흥행 쇼이다
(ELECTIONS ARE A SHOW)].
국어의 언론담화에서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은 임혜원(1997)이
있는데, 임혜원은 선거 기사문에 나타나는 선거의 여러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나타나
는 용어의 비유적 사용을 [선거는 전쟁이다]이라는 은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2) 임혜원은 선거를 구성 요소 또는 국면을 선거의 대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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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장소, 계획, 도구, 상황, 방법, 결과로 나누어 이들 사건 구성 요소가 전쟁의
구성 요소와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거는 전쟁]
은유가 작동되고 있음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정치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운동 경기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여 ‘정치는 운동
경기’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Bergh 2011; Chen 2009).3) 이와 같이, 정치는
때로 운동 경기에 비교되며, 선거도 정치에서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선거는 운동 경기’라는 은유도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선거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정치 활동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언어 표현에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와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특히
은유 이론적 관점의 분석이 몇몇 있었지만, 국어학계에서는 [선거는 전쟁]이라는
은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임혜원(1997)이 거의 유일한 연구이고 해외의 몇 가지
연구들의 결과는 단편적이거나 국어에 나타나는 은유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 관련 기사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한국어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은유 이론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선거 관련 기사문을 조사하여 선거 관련
용어의 다양한 비유적 사용의 모습을 은유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언론담화에서 선거의 비유적 사용의 자료 수집과 분석
선거와 선거 관련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찾기 위해서 언론담화를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행위로서의 선거의
여러 국면을 고려하여 선거 용어의 실제 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례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ww.naver.com 포털을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넷 포털은 다양한
2) 임혜원(1997:90)은 언론담화에서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그 외에도 [선거는 경기이다]와 [선거는 농업이다]라는 은유 등도 있음을 각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3) Bergh (2011)는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사하여 ‘축구는 전쟁이다(FOOTBALL IS
WAR)’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Chen (2009)은 권투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를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정치’, ‘사업’, ‘인생/경력’, ‘도덕’, ‘발전’ 등을 권투 경기와 대응
관계를 맺어 은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정치는 권투경기이다(POLITICS
IS A BOXING GAME)]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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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검색어에 대한 취사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 검색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분야의 언론담화에서 주로 정치 담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4)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언론담화 자료 가운데 중앙 일간지 5종 즉,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의 5개 신문 기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거와 선거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201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전당 대회 등 여러 선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어로 ‘선거’, ‘대선’, ‘총선’, ‘대통령 선거’,
‘4.13총선’과 같은 검색어를 넣어 선거 기사문들을 검토하여 선거와 선거관련 용어들
의 비유적 사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기사문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그 원문을 검색하여 비유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분류한다.
이와 같은 용례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는 먼저 선거의 과정과
여러 국면을 임혜원(199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 요소 또는 과정상의 국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 선거 관련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논의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은유 이론에 입각하여 선거를 묘사하
는 데 사용되는 비유적 의미가 어떠한 은유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4. 선거의 구성 요소/과정의 제 국면(諸局面)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
본 절에서는 선거 기사에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의 구성
요소 또는 선거의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선거는 조직 사회 구성원의
의사 결정과 대표자 선출의 정치 활동으로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선거 관련
기사는 선거의 구성 요소 또는 과정의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혜원(1997)은 선거의 구성 요소로 대결 구도, 참여자, 장소, 계획, 도구,
상황, 방법, 결과로 나누어 각 구성 요소 또는 과정을 묘사하는 언어 표현, 특히
4) 인터넷 포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선거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면 온갖 종류의 텍스트들이
다 검색 대상이 되는데,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도 일간지, 경제전문지, 스포츠연예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수십 종이 검색 대상으로 제공되어 분석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중요일간지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필요시 다른 언론 자료를 추가로 검색하여 예시 자료로 삼도록 한다.
여기서는 여러 언론담화 자료 가운데 중앙 일간지 5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일간지는 다음과 같다: (i) 조선일보[조선], (ii)동아일보[동아], (iii) 중앙일보[중앙], (iv)한겨레
신문[한겨레], (v) 경향신문[경향].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언론사의 선거 관련
기사문도 조사하여 예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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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적 표현을 분석하여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의 구성 요소/과정을 후보자, 입후보, 선거구, 선거 전략, 유세/득표 활동, 경쟁
양상, 선거의 결과로 나누어 이 과정을 보도하는 기사문에서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첫째, 선거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요소는 선거에의 참여자,
즉 선거 후보자를 들 수 있다. 언론담화에서 선거 후보자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용어들을 조사해 보면 ‘주자’, ‘잠룡’, ‘(선발) 투수’, ‘기수’, ‘전사’, ‘용사’, ‘다크
호스(dark horse)’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가) 당권 도전에서 대권 ‘큰 꿈’까지… 여야 힘 받는 50대 기수론
새누리당은 차기 당 대표와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더민주당에 비해 눈
에 띄는 50대 기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선까지
바라보던 주요 50대 기수들이 낙마한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차차기
대선주자로 지목되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기 등
판론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4.20.)
(나) [4⋅13 총선] 박원순, 원내 영향력 축소될 듯 ‘박원순 키즈’ 2명만 국
회 입성… 야권 재편 땐 구원등판 가능성
... 하지만 총선 이후 더민주 내부의 권력구도 재편 과정에서 ‘구원투
수’이자 ‘대권 잠룡’으로서의 박 시장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신문 20106.04.14)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 등 대표 직위를
차지하기 위해 나서는 후보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가)에서 대통령 후보를 달리기 경주(競走) 용어인 ‘(대권) 주자’와 경마 용어 ‘기수’
로, (2나)에서는 야구 용어인 ‘(구원) 투수’로, 상상의 동물인 ‘(대권) 잠룡’으로 나타내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단순히 대통령/국회
의원 후보자라고 하지 않고 달리기 경주, 경마 또는 야구 등과 같은 운동 경기의
선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러한 후보자를 권투 선수로 나타내거나 전쟁의 장수나 전사(戰士)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선거에 있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의 기관의 대표가 되기 위한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후보자로서 나서겠다는 즉, 입후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
거나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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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사설] 나라 사방이 다 막혔는데 大選 경쟁은 벌써 열기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에 이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사실상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사업들
을 공약처럼 발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6.09.05.)
(나) 안희정 “DJ⋅노무현 큰아들 될 것” 문재인 대세론에 맞불
1년3개월 앞둔 대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 ... 당내 차기 주자
들이 서둘러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앙일보 2016.09.01.)
(다) 오세훈⋅김문수 ‘큰 꿈’ 가물…불펜 남경필⋅원희룡 등판 채비
... 하지만 여당의 사정이 급박해지면서 이들에 대해 “일단 불펜(구원
투수 대기석)에서 빼내 마운드에 세워 봐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2016.04.14.)
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거나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3가)에서 “출마를
선언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말을 타고 나가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 “전쟁에 나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표현이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후보자로 나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3나)에서는 “차기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쟁에 나가는 결의를 담은
문서를 신하가 황제에게 올린 것에서 유래한 비유적 표현이다.5) (3다)에서는 정당에
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세우는 정치 행위를 “마운드에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후보자
로 나서고자 하는 행위를 “등판 (채비)”이라는 야구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로
세우는 정치 행위를 전쟁에 나아가는 결의나 운동 경기에 임하는 태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선거에서 대의원,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책,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전쟁 용어로는 전략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여러 방법과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운동 경기나 오락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음은 그러한 몇 가지 예들이다.

5) ‘출사표’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아뢰는 문서를 가리키는데, “출사표를 던지다”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전쟁에 나가면서 결연한 의지를 유선(劉禪) 황제에게 올린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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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與野, 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키로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론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보다”고 했고, 여당은 “경제를 망가뜨려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야
당의 전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6.09.01.)
(나) [뉴스 깊이보기] “트럼프를 막아라” 공화당의 ‘100일 작전’
...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트럼프를 아웃시키는 작전의 1차 과제는 공
화당의 마지막 경선일인 6월7일까지... 50개 주 전체에서 ...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제 3의 무소속 ... (경향신문 2016.03.20.)
(다) 與, 판 흔들 ‘최경환 변수’… 더민주, 판세 가를 親文의 선택
.. 친문 진영이 전대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이후 열릴 대선 후보
경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6.14.)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는
데, (4가)에서 전쟁 용어인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략’은 원래 군사용어
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유리한 지위, 위치를 획득하거나
승리를 위해 세워야 하는 계획이나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나)에서
는 군사용어 “행동계획”, “작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다)에서는 바둑 용어로 ‘포석’이
사용되는데, 이는 “바둑에서 대국 초반에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돌을 벌여 놓는
일”([표준])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입후보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 또는 대결 구도도 선거의 요소 또는 선거
과정의 한 국면이다. 선거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당대표, 또는 지방의회 대의원
등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기사문들
은 선거에서의 경쟁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 또는 전투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5) (가) 野는 힘 자랑, 與는 몸으로 저항… 20代국회의 압축판
지난 이틀 국회의 모습은 여야가 결전을 벌일 내년 대선까지 여소야
대(與小野大) 국회가 전개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완력 과
시한 野, 무기 없는 與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지난 이틀간의... (조선일보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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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세균 의장과 도토리들의 키 재기
의장까지 대선 전초전(前哨戰)에 가세하니 국회 상황은 점입가경(漸
入佳境)으로 치달을 것이다. (동아일보 2016.09.03.)
(다) 어머니는 “탈퇴” 딸은 “잔류”… 가족도 갈라선 브렉시트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잔류⋅탈퇴 진영의 공방전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1일 오후 BBC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양 진영이 격돌했다.
방청객 6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일보 2016.06.23.)
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경쟁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전쟁 관련
용어들이 사용된다. 즉, (5가)에서는 대선을 “결전(決戰)”으로 나타내고, 선거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힘 자랑”, “몸으로 저항”, “완력”,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원과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고 있다. (5나)에서는 대선을 전쟁에 비유하여 국회의장의 정치 활동을 “전초
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5다)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선거 양상을 각 “진영(陣營)의
공방전(攻防戰)”, “양 진영의 격돌”로 표현하여 투표 유세 과정에서의 토론회를
전투로 비유하여 치열한 찬반 논의를 전투 용어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니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 “백병전”,
“박빙의 승부”,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다”, “(유례없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선거의 또 다른 요소로 선거 운동과 유세가 진행되는 장소, 즉 선거구를
들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각 지역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 기사문에서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상전벽해! 예전엔 텃밭, 20대 총선에서는 격전지
호남의 조직세가 강한 지역구여서 더민주의 텃밭이었던 이 지역구가
이번 총선에서 일여다야라는 선거구도 때문에 세 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로 변한 것이다... (경향신문 2016.04.09.)
(나) 힐러리, 예상 깨고 ‘러스트 벨트’도 접수… “굿바이 샌더스”
샌더스는 이날 회심의 일격엔 실패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선 레
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다음 전장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애리조나 주에서 선거 유세에... (동아일보 2016.03.17.)
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에서는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선거구를 “텃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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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쟁의 치열함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나)에서는 선거 유세지를 “전장”으로 나타내고,
또한 선거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관련 기사문
에서는 선거 장소와 치열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적진”, “승부처” “격돌지”,
“(유리한) 고지”, “입성/수성(에 성공)”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선거의 여러 과정 또는 국면으로 의안의 결정이나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확정하는 결과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담화의 선거관련 기사문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보도하는 데에 있어 여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가) 더민주, 전대 8월 말~9월 초 개최…당분간 ‘김종인 체제’로
총선 축배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절충안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다. 발언에 나선 당선자 대부분... (경향신문 2016.05.03.)
(나) 대선 끝나자… 다시 목청 높이는 그때 그 사람들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셀프(self) 수상의 월계
관을 쓰려는 자들은 자중 자애하라...” (조선일보 2016.04.18.)
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 종종 사용된다.
즉, (7가)에서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경우를 “(승리의) 축배를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거의 승리를 축제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표현이다. 물론 이에
대비되는 표현은 “고배를 마시다” 또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다”라는 것이다. (7나)
에서는 “월계관을 쓰다”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드물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다’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달리기, 특히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 씌운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오히려 ‘당선/낙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당선/낙
선’ 대신에 사용되는 ‘(선거에서) 이기다/지다’, ‘승리하다/패배하다’, ‘완승’, ‘패배’
와 같은 표현은 선거를 전쟁이나 운동 경기로 보고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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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 기사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은유 이론적 분석
우리는 앞 절에서 언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선거 관련 기사문에서 선거를
보도할 때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여 보여 주었다. 즉, 선거
기사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선거의 과정, 요소, 국면들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거
운동의 경쟁, 유세, 득표 활동의 재원, 선거 결과 등의 여러 과정으로 나누어 보여
주었다. 이러한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 보도 기사문에서는 당선을 위한 후보자들
의 득표활동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기 위해 전쟁, 전투, 운동 경기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쟁, 운동 경기, 오락 등이 선거와 어떻게 대응관계를 갖고 비유적
인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비유적 의미의 사용의 양상을 설명하
도록 한다(Lakoff & Johnson 1980).
5.1. [선거는 전쟁/전투이다] 은유
선거를 전쟁 또는 전투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한국어에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 Kövecses 2002; 임혜원 1997). 이 은유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국면을
보이기 위해서 전쟁 또는 전투의 여러 요소와 양상을 묘사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다음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8) (가) “힐러리 최대약점은 참모들이 약점의 실체 모른다는 것”
“11월 미국 대선은 선과 악의 최후전쟁, 즉 아마겟돈이다. 부패한 거
짓말쟁이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마겟돈에서 승리해야 미국이 산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당선과 2차례의 대선 승리를 이끌
었던 유명한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70)가 신간 ‘아마겟돈-트럼프가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반(反)클린턴 전
선의 최선두에 섰다. (동아일보 2016.09.01.)
(나) “영남 현역의원 혈투 예고” ..., 김재원-김종태 정면 승부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
구⋅인제)과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역구로 각각 쪼
개져 붙게 된 강원에서는 황 의원의 거취가... (국민일보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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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佛 좌파 정부의 親시장 30代 장관, 대선 출마 위해 사임…
영국 BBC는 “사임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대선 출정식 같았다”며
“마크롱의 내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고 했다. 2014년 경제
장관에 취임한 마크롱은 그동안 좌파... (조선일보 2016.09.01.)
(라) 문재인-안철수 부산서 ‘대선 전초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나란히 고향인 영남 지역에서 PK
(부산경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동아일보 2016.08.31.)
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여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는 그 경쟁의 치열함이 마치 전쟁을 치루는 것 같다는
점에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즉, (8가)에서 미국 대선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선(戰線)의 최선두”, “승리”와
같이 마치 전쟁 상황을 보도하는 것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8나)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혈투”, “정면 승부”, “(싸움을) 붙다”와
같이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8다)에서
는 “대선 출마가 마치 대선 출정식(出征式)과 같았다”고 하여 대선을 전쟁에 나아가
기 전에 갖는 예식인 출정식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라)에서는 잠정
후보들의 행보를 “대선 전초전(前哨戰)”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선거를 전쟁의 관점
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언론 기사들은 선거
활동을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도하고 있다.
선거에는 여러 과정, 국면,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관련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임혜원 1997).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9) (가) ‘여름 휴지기’ 끝낸 클린턴-트럼프, 오하이오서 첫 격돌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여름동안 실탄(선거자금) 비축을 위한 모금
행사와 조직 및 선거전략 정비를 벌인 뒤 노동절부터 결승날(11월8일
대선)까지 광고 등을 쏟아 부으며 전력질주를 벌인다. 정치전문 매체
인... (한겨레신문 2016.09.06.)
(나) [황호택 칼럼] 나라를 흔드는 ‘민정수석의 전쟁’
때로는 임기 말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맹렬히 화살을 쏘아대는 야당과
언론 그리고 비박(비박근혜) 세력으로... (동아일보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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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스룸 레터] 핑크 타이드 퇴조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
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 (중앙일보 2016.09.02.)
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가 투표를 통해 상대 후보들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여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과정에는 여러 과정과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요소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9가)에서 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기사문에서
선거자금을 “실탄”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나)에서 서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판,
비방, 설전을 “화살을 쏘아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9다)에서는 후보자들의 유리한
상황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다”라는 전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거를 논하는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 기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내는 경쟁의 치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 “혈투”, “최대의 격전지”, “사수”, “선방”,
“승리”, “패배”, “패색”, “수성(守城)”, “배수진” 등과 같은 전투에 사용되는 용어
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기사문에서 전쟁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선거를 전쟁/전투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는 [선거는 전쟁/전투이다]라는 은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 은유
선거는 또 다른 분야의 용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
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 경기이다. 운동 경기는 서로 편을 나누어 경쟁을
통해 이기고 지는 승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경기가 치열하다는 점에서 선거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조사 결과, 여려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
경주, 야구와 관련된 경기 용어가 선거의 과정과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경마, 권투, 검도 등의 용어도 일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은유가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운동 경기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경기 용어가 선거
기사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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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선거는 경주이다] 은유
선거는 선거 운동의 개시,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운동, 유권자들의 투표, 개표 그리고
선거 결과 공표로 당선자 확정이라는 과정의 타임라인(timeline)을 가진다. 이러한
선거에서의 일련의 과정은 운동 경기, 그중에서 출발점과 결승점이 분명하고 선수들이
서로 승리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달리기 경주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보도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10) (가) [4⋅13 총선] 살생부 파동⋅막장 공천 ... 새누리 참패⋅더민주 선전 왜
더민주는 ... ‘법정관리인’으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과감한 현역 컷오프(공천배제)의 칼자루를 휘둘러 선거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장악했다. ... (서울신문 2016.04.14.)
(나) [윤희웅의 SNS 민심]기형적 대선 구도 보여 준 ‘컨벤션’ 효과
...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들이 총선에서 사실상 동반 침몰하면서 대
안 부재로 보수층의 시선이 반 총장에게 모아졌기 때문이다. ... 반
총장의 행보로 대선 박동이 빨라졌다. 벌써부터 전력 질주하는 후보
들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2016.06.03.)
(다) 손학규 “죽을 각오로 나를 던지겠다”
손 전 고문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축제 전날인 이날 ‘백의종군’,
‘의병 정신’을 강조하며 대선 출발선 앞에 섰다.
(경향신문 2016.09.03.)
위 (10)의 예들은 선거를 경주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들이다. 즉, (10가)에서는
“선거레이스 (초반)”이라는 표현으로 선거를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나)에서 대선 후보자들을 “대선 주자(走者)”라고 하여 달리기 선수로 비유
하고 있으며, (10다)에서는 “출발선”이라는 용어로 마찬가지로 선거의 시작을 달리
기 경주의 출발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거를 보도하는 데에 있어서 운동 경기의 하나인 달리기 경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는 경주이다(ELECTION IS RACING)] 은유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6) 즉, 선거와 달리기에서의 경쟁의 치열함과 승리의 최종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선거와
달리기가 대응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은유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6) 물론 경주는 100, 200, 400, 1,000m 달리기 경주, 그리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등 거리에
따라 세분화된 종목이 있지만, ‘선거는 경주이다’라는 은유에서 선거는 거리에 따라 이처럼 세분화된
달리기 종목으로서보다는 단순히 전체를 포괄하는 달리기 경주로서 비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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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선거는 야구 경기이다] 은유
운동 경기 가운데서 야구도 때에 따라 선거의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된다.
야구는 양 편으로 나누어 선수들이 협력하여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선거의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11) (가) 김무성 ‘옥새 투쟁’ 결과 반응 “장고 끝 악수” vs “적시 안타”
...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홈런까지
는 아니더라도 적시타 정도는 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김 대표의 ‘옥새(玉璽) 투쟁’으로 최악... (조선일보 2016.03.25.)
(나) ‘불펜투수’ 안희정, 마운드에 오르다
...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불펜투수’를 자처하며... 안 지사
와 가까운 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 (한겨레 2016.09.02.)
(다) “노장 구원투수 김종인, 현역 물갈이투 던진다”
김 위원장은 위기의 당을 살릴 ‘노장 구원투수’로 긴급투입된 뒤 초
반부터 ‘강한 카리스마’로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일
성으로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한다 ...” (국민일보 2016.01.26.)
위 (11)의 예들은 야구 용어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여 주는데, (11가)
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바둑의 격언과 함께, “적시 안타”와 “홈런”이, (11나)에
서는 “불펜 투수”와 “마운드”가, (11다)에서는 “구원투수(가) ... 물갈이투 던진다”라
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다시 보면, 선거에서의 예비 후보자를 야구의 ‘불펜
투수’로, 입후보하는 것을 ‘마운드에 오르는 것’ 즉, ‘등판(登板)’으로, 선거 공천을
위한 정치 투쟁 행위를 ‘적시 안타’ 또는 ‘홈런’으로, 새로운 당 대표 선대위원장을
원래 타자가 경기 운용을 잘못했을 때 새로 투입되는 ‘구원투수’로, 현역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는 것을 ‘물갈이 투(投) 던진다’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가들의 정치 활동을 야구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
로 나타내는 것은 [선거는 야구(경기)이다(ELECTION IS A BASEBALL
GAME)]라는 은유가 작동되기 때문이다(김해연 2016a). 그 외에도 야구 용어는
때때로 선거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견제구’도 선거에서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선거는 야구경기이다]
라는 은유가 작동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2.3. 기타 운동 경기와 선거: [선거는 권투 (시합)/경마/검술이다] 은유
자료 조사에서 보면 선거를 운동 경기의 대응 관계를 맺도록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와 야구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운동 경기에도 나타나는

410

김해연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부 자료에서는 권투, 경마, 검술을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례는 제한적인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2) (가) 그러나 박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라는 링 위에 오르지
도 않았는데 무슨 기권이냐. 말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임을 증명할 것”이라며 대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선일보
2016.09.02.)
(나) 이렇게 해서 친야(親野) 아닌 친여(親與)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해 여
당에 결정타를 날렸고, 친여 아닌 광주-호남 유권자들이 친노(親盧)친문(親文)-486 운동권에 치명타를 먹였다. (뉴데일리 2016.04.21.)
(다) “반총장 출마 뜻 강하지만 승리 보장 없는 ‘진검승부’ 피할 것”
이를 두고 “반 총장 쪽이 새누리당 안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선점하
겠다는 포석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한겨레신문 2016.05.30.)
(라) 구원투수 없는 與... 벤치 밖 ‘50대 기수들’ 주목
여권 일각에서는 이 세 사람의 ‘조기등판론’이 꾸준히 거론된다. 특
히 남 지사는 23일 총선에서 낙선한... 그러나 이들이 당장 등판하기
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일보 2016.04.25.)
(12)의 예들은 운동 경기들 가운데서 선거를 묘사하는 데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다. 즉, (12가)에서 ‘링 위에 오르다’는 권투
경기를 묘사하는 용어인데, 후보 경선 또는 선거에 나서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12나)에서 “결정타”와 “치명타”는 경우에 따라 야구 경기 용어일 수도
있지만 권투 경기에도 흔히 쓰는 표현인데, 역시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다)에서 검술 시합으로 ‘진검승부’라는 표현이 경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대결 양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12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수’는 경마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선거에서의 후보자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볼 때, 비록 그 용례가 많지는 않으나 언론담화에
서 기사문은 선거를 때로는 권투 경기, 검술 시합, 또는 경마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5.3. [선거는 바둑(두기)이다] 은유
바둑은 중국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여가 오락의 하나로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바둑은 오랜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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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고, 이기고 지는 승부가 있으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바둑 용어들이 생겨났다.7) 채완(2006)은 국어에 사용되는 바둑 용어의
사용 실태와 비유적 사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김해연(2016b)은 언론담화를
분석하여 바둑 용어의 비유적 사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바둑용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에 흔히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치언론
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언론담화, 특히 정치 분야 신문
기사문에서는 정치를 흔히 바둑 두기에 비유하고, 바둑 용어를 정치 활동의 여러
국면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 활동의 하나인 선거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바둑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3) (가) 바둑판 닮은 총선 판도 점검
... ‘추가 컷오프’ 명단 공개가 늦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자충수, 패착 등 바둑의 세계와 너무 닮은 이번
총선 판도 조망해 본다. (동아일보 2016.03.10.)
(나) 반기문 대망론 잠재우러?…문재인⋅박원순 줄줄이 충북행
충북은 2017년 대선의 ‘상수’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
고 자란 곳이어서 ‘반기문 대망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신문 2016.05.31.)
(다) “내가 흑인 학살 멈출 것” 트럼프, 판세반전 안간힘
(동아일보 2016.08.31.)
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바둑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13가)에서 ‘자충수’, ‘패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바둑의 세계와 너무 닮은” 2016
년 총선의 모습을 점검해 보여주고 있다. (13나)에서는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예상 후보자들의 행보를 ‘포석’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13다)에서는 선거의 양상을
바둑용어인 “(바둑)판세”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선거의 여러 국면을
바둑 용어로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선거는 바둑(두기)이다’라는 은유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7) 바둑용어들은 바둑판과 바둑돌에 대한 명칭을 비롯하여 바둑 규칙, 전략과 전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바둑놀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다: ‘계가(計家)/집 세기’, ‘곤마(困
馬)’, ‘꽃놀이패’, ‘끝내기’, ‘덤’, ‘대마(大馬)’, ‘만패불청(萬覇不聽)’, ‘맥’, ‘미생(未生)’, ‘변’, ‘불계
승(不計勝)’, ‘빅’, ‘사석(死石)’, ‘사활(死活)’, ‘수읽기’, ‘완생(完生)’, ‘집’, ‘착수(着手)’, ‘천원(天
元)’, ‘초읽기’, ‘패싸움’, ‘팻감’, ‘포석(布石)’, ‘행마(行馬)’, ‘호구(虎口)’ 등. 이처럼 많은 바둑
용어들은 바둑판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바둑의 규칙과 바둑을 두는 전략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바둑
을 둘 때 바둑돌이 바둑판에 놓인 모양을 묘사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러한 바둑 용어들
가운데 ‘착수’, ‘사활’, ‘덤’, ‘포석’, ‘정석’, ‘행마’, ‘불계승’, ‘호구’, ‘꽃놀이패’, ‘완생’, ‘미생’ 등
과 같은 경우는 일상의 언어에도 비유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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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이외에도 바둑용어가 정치 담화,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훈수’, ‘정석’, ‘꽃놀이패’, ‘꼼수’ 등과 같은 용어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4) (가) 물갈이와 절박한 수도권 선거연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외부의 훈수가 현실정치
의 벽을 넘기는 힘들다... (경향신문 2016.03.14.)
(나) 안철수⋅천정배 투톱 연말까지 유지키로
... 주 원내대표는 “경선이 정석(定石)이긴 하지만 박 의원이 추대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출마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고 했다. 박 의
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 대표 측...” (조선일보 2016.04.26.)
(다) 민주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 정당정치
꼼수 공천이 성공하면 내 덕이고, 잘못돼도 어쩔 수 없다는 꽃놀이패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향신문 2016.03.20.)
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둑용어들이 선거의 여러 국면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데, (14가)에서 ‘훈수’는 “외부의 조언”, (14나)에서 ‘정석’은
“표준 규칙/원칙”, (14다)에서 “꼼수”는 “변칙적/비상식적 행동”, 그리고 ‘꽃놀이
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가 나지 않는 방법” 등과 같은 의미로 바둑용어의
비유적 사용을 볼 수 있다.
바둑용어가 이와 같이 선거 기사문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선거는 바둑(두
기)이다(ELECTION IS PLAYING-GO)]라는 은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해연 2016b). 물론 여기서도 선거의 모든 국면에 다 바둑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의 어떤 특정 국면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절한 바둑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기타: [선거는 농사이다] 은유, [선거는 흥행(쇼)이다] 은유, [선거는 용의
승천이다] 은유
지금까지 선거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분야별로 조사해 왔는데, 언론담
화의 선거 관련 기사문에서 비록 그 예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몇 가지 분야를 보면, 선거를 농사로 보는 경우와 선거를 흥행(쇼)으로 보는 경우이다.
첫째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흥행으로 보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도 역시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미’
가 있어야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선거 관련 기사에서는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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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으로 표현하는 예를 볼 수 있다.
(15) (가) [김민아 칼럼]문재인, 목표가 대통령인가
2002년 상반기, ... 당시 새천년민주당 경선은 노풍(盧風⋅노무현
바람)의 영향으로 연일 흥행 대박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경선은 이
회창 대세론 속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경향신문 2016.08.29.)
(나) 미 대선 D-100…도널드 트럼프, 막말도 선거 자산
... 한편 클린턴은 지난 28일 마친 전당대회 흥행효과로 여론조사에
서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2016.08.01.)
위 (15)의 예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기사문들은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서 선거를
하나의 흥행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와 정치활동은 국가와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중요 관심사이고, 선거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흥행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사들
은 선거를 흥행사업과 대응관계를 갖도록 하여 [선거는 흥행이다(ELECTION IS
A SHOW BUSINESS/ ENTERTAINMENT)]라는 은유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8)
둘째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농사로 보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
되는데, 선거구를 ‘텃밭’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암묵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표밭을 갈다/가꾸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6) (가) 새누리 ‘텃밭’ 영남…무소속⋅야당후보 약진에 ‘균열’ 조짐
오랫동안 표밭을 갈아온 야당 후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8석 중 16석을... (한겨레 2016.03.30.)
(나) 새누리 “그 많던 친박은 다 어디로 갔나”
... 텃밭인 대구와 부산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 새누리당 핵심 관
계자는 “그나마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은 출마를 고사하고 있고, 오
래전부터 밭갈이를 해온 출마 예상자는 뜨지 않는 이중고를 앓고 있
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01.21.)
8) 한국어에서 ‘쇼’는 흥행이라는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i) [뉴스분석] 여야 특권 놓기, 쇼 말고 리얼 액션 보여라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은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지도부가 붕괴됐다. ‘도덕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의 정치 후원금 상납으로
‘구태 정치의... (동아일보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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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6)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기사문에서 ‘선거’는 농사에 비유되어
나타나는데, ‘표밭’, ‘텃밭’, ‘밭갈이’, ‘(표밭을) 갈다/다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 그러
한 예들이다. 즉, (16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거의 승리가
확실한 지역 선거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표준])
이라는 뜻을 가진 ‘텃밭’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6나)에서와 같이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미리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암묵적) 선거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텃밭을) 가꾸다”, “밭갈이를 하다”, “(표밭을) 갈다/다지다” 등과 같은 표현
으로 나타내고 있다. 농사에는 ‘파종’, ‘(논밭)갈이’, ‘김매기’, ‘가지치기’, ‘수확’
등과 같은 여러 과정이 있다. 그러나 농사의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서 ‘텃밭’, ‘표밭’,
‘밭갈이’ 등 몇 가지 특정 어휘들만이 선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된다.
이러한 농사용어의 비유적 사용은 [선거는 농사이다(ELECTION IS
FARMING)]라는 은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선거를 용의 승천으로 비유하는 경우이다. 동양 문화에서 용은 신성하고
신비한 상상의 영물로 흔히 제왕(帝王)을 용으로 나타내어 ‘용안’, ‘용포/곤룡포’
‘용종’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로 제왕에 비견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대통령 후보를 ‘잠룡’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문 기사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잠룡’은 선거를 “이무기가 승천하
여 용이 된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선거의 다른 요소나 과정에는
이런 도식에서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은유 이론에서의 원천 영역과 목표 영역의 대응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담화에서 선거 관련 기사문들이 여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주목하여, 비유적 표현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선거의 비유적 표현에
는 전쟁/전투 관련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선거의 거의 모든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선거는 운동 경기에 비유되어 사용되는
데 그중에서 달리기 경주와 야구 용어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부의 예에서는 권투, 경마, 그리고 검술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선거는 여러 오락 가운데서 바둑 용어들을 사용한 비유적 표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분야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흥행으
로 또는 농사로 보는 예문들이 있었는데, 그 예문들의 용례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은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은유 이론에 따르면 비유적 표현은 나타내고
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목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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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나 사물을 원천 영역으로 설정하여 대응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상(mapping)을
통해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유 이론을
선거 기사문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은 목표 영역의 선거 용어를 전쟁/전투, 달리기
경주, 야구 경기, 경마, 권투 시합, 검술 시합과 같은 운동 경기, 흥행 (산업), 농사와
같은 분야를 원천 영역으로 하여 그 분야의 용어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선거 관련 기사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위와 같은 은유들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위의 모든 은유들이 다 같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과 어려움으로 엄밀한 계량적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
나 자료 조사를 통해 볼 때, [선거는 전쟁/전투] 은유가 가장 많은 용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운동 경기 가운데서 경주와 야구 용어가 나타나는 용례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만, 경마, 권투, 검술의 경우는 그 용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러 운동 경기들이 있지만, 축구, 농구, 탁구, 골프 등의
분야의 용어들은 선거 기사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축구, 농구와 같은 경기는 단체 경기로 선수들이 단체적으로 협력하여 득점을
한다는 점에서 선거와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9) 오락으로는 바둑 용어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비유적 표현에 나타났다.
선거를 흥행으로 보는 예는 다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사 용어는
‘텃밭’과 ‘표밭’이 대표적인 예들이지만 그 용례가 많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 관련 기사문에 나타나는 은유와 선거의 과정,
요소, 국면의 대응 관계를 대강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표 1. 선거의 과정/요소와 대응 분야 간의 관계와 사용 용어
선거과정/
대응영역

후보자

입후보

선거구

선거
전략

유세/
득표활동

경쟁양상

선거결과

전쟁/
전투

장수/
전사

전쟁에
나가다

격전지

전략
작전

전쟁
전투

전초전,격전,
백병전,

수성,
승리

경주

주자

전력질주

월계관/
면류관

야구

투수

견제구

승리

등판

마운드

작전

피칭

9) 달리기는 출발선과 결승점이 있다는 점에서 타임라인이 있는 선거의 과정과 대응관계를 맺기 쉽지
만, 축구, 농구, 탁구와 같은 경기는 정해진 공간에서 수비와 공격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임라인을 갖는 선거와 대응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
탁구의 경우 ‘핑퐁 외교’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탁구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
서 국제적으로 주고받는 외교의 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구와 외교가 대응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골프의 경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상호 경쟁적인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골프 용어가 선거 용어로 사용되
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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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
대응영역

후보자

입후보

경마

기수/
다크호스

출마

권투

선수

링에 오름

바둑

바둑돌

선거구

용의 승천

경쟁양상

링
바둑판

텃밭,
표밭
잠룡

유세/
득표활동

선거결과
승리/
낙마

흥행업
농사

선거
전략

승리
대국

승리

흥행

성공/
실패

밭갈이

흥행

결실/
수확
승천

우리가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과정 또는 요소와 이에 대응관계를
갖는 분야의 용어들을 조사하여 이 두 영역의 대응 상태를 보았을 때, 빈칸(gap),
즉 대응의 결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쟁/전투 영역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와 대응관계를 갖는 경우가 거의 다 있지만, 경마나
농사, 흥행 등에서는 선거의 각 요소나 과정에 해당되는 대응 용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 은유의 용례들에서 주목할 사항은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분야의 용어는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에 두루 나타나지만, 어떤 분야의
용어는 특정 과정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전투에 사용
되는 용어는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술 용어는 ‘진검승부’, 권투 용어는 ‘링’, 농사 용어는 ‘텃밭’과
‘표밭’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선거의 과정, 국면, 요소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목표 영역과 원천 영역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데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은유 이론의 적용에 유의할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Deignan (2005)은 은유 이론이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
여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많은 은유를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은유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엄밀하
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선거 관련 은유에서 목표 영역과
원천 영역의 대응에서 모든 국면이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비록 선거가 여러 분야와 대응관계를 갖지만 대응 분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현저한 속성(salient attributes/properties)을 부각시키고
(highlight) 다른 속성은 감추어(hide) 사상(mapping)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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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akoff & Johnson 1980). 예컨대, 선거를 용의 승천과 대응관계를 갖도록
할 때, 후보자를 ‘잠룡’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승천’으로 나타내지만 그 중간과정에
해당되는 대응 은유 표현들은 없다. 이는 용의 승천을 가장 현저한 속성으로 부각시키
고 그 과정의 요소들의 속성은 감추어 은유적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10)
은유 이론에서는 어떤 속성을 선택하고 부각시키고 어떤 속성을 감추도록 하는가라는
인지적 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11)

7. 요약과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담화에서 선거를 보도하는 기사문에 많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한 다음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비유적 의미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대응 관계를
맺는 분야를 검토하여 여러 은유를 제시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언론담화에 대한 연구의 하나라 선거 기사문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은유 이론에 입각한 몇몇
정치 담화 연구들은 [정치는 운동 경기] 또는 [정치는 권투 경기]라는 은유를 제시하였
다(Bergh 2011; Chen 2009; Howe 1988).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는 Bartož (2012, 2014)와 임혜원(1997)으로, Bartož (2012:126)는 슬로베니
아의 선거 보도 담화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은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혜원(1997)은
국어에서의 선거 기사문을 분석하여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는 국어 언론담화에서 선거기사의 비유적 표현이
전쟁/전투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분야에서 선거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선거 관련 기사문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 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용어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선거 기사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는 분야는 전쟁/전투 분야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운동 경기 용어도 많이 사용되며 기타 분야에서도 제한적으로 나타난
10) 선거를 흥행으로 보는 은유 표현에서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세 활동을 흥행 행위와 대응
관계를 갖도록 하여 이 요소만 현저한 속성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요소들은 부각되지 않는다.
11) 이 문제와 관련하여 Dancygier & Sweetser (2014:20이하)는 Sullivan (2013)의 연구를 인용
하면서 영어 어휘 ‘bright’와 ‘brilliant’의 차이를 예를 들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 두 어휘의
차이를 INTELLIGENCE IS A LIGHT SOURCE와 CHEERFULNESS IS AMBIENT
LIGHT LEVE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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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운동 경기에 있어서 달리기 경주와 야구 분야의 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제한적이지만 경마, 권투,
검술 시합 분야의 용어도 일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동 경기의 종류가 여럿 있지만, 이러한 운동 종목이 특별히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
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바둑을 선거와 관련시켜 바둑
용어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선거를
흥행 활동이나 농사짓기로 보는 예들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조사가 장기간에 걸친 온갖 종류의 언론담화를 다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운동 경기나 오락, 그리고 기타 분야 즉
낚시, 어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선거관련 비유적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은유이론적 관점에서 선거 보도에 나타난 비유를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라는 주장의 관점에서 비유적 사용에 작용하는 은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
하여 다음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다: (i) [선거는 전쟁/전투이다], (ii)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 (iii) [선거는 달리기 경주이다], (iv) [선거는 야구 경기이다], (v) [선거는
바둑이다] (vi) [선거는 경마이다], (vii) [선거는 권투 시합이다], (viii) [선거는
검술시합이다], (ix) [선거는 흥행이다], (x) [선거는 농사이다], (xi) [선거는 용의
승천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혜원(1997)이 국어에서 [선거는 전쟁]이라는 은유
만을 논의한 것을 넘어서는 연구 결과로 다른 분야/영역의 선거관련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은유이론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몇몇 학자들이 선거를 기후, 여행, 결혼, 금융 거래 등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국어에서는 이러한 은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 보도에 나타난 은유를 선거의 과정 또는 요소와 이에 대응관계를
갖는 분야의 용어들과 대응 관계를 조사해 보았을 때, 서로 대응이 되지 않는 빈
칸(gap)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전쟁/전투 영역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와 대응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 발견되었지만, 경마,
권투, 농사, 흥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 대응관계에 있어서 빈칸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비록 선거는 여러 분야와 대응관계를
갖지만 각 분야의 현저한 속성과 대응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두었다. 또한 Deignan (2005)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은유들의 제시는 연구자
의 직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언론담화 자료 분석을 통해 선거 관련 보도문에서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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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로 보고, 이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선거 보도문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앞으로 다른 분야, 영역의 비유적 표현의 인지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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