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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은유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유는 매우 일

상 인 언어의 사용 방식이지만 그 근본 원리를 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은유의 본질에 근하고자 한다. 

첫째, 은유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를 야기하는지를 다루는 은유  경

험에 한 고찰; 둘째, 이러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합리 인 내용을 끌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은유  의미에 한 고찰; 그리고 셋째, 이러

한 과정에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는 은유  매체에 

한 고찰이 그것이다. 

   은유  경험에 한 고찰은 먼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 동반되는 

독특한 비교의 경험에 한 것이다. 은유는 두 상에 한 비교를 통

해 새로운 닮음을 악하는 과정이며 비 칭성과 불가역성을 나타낸다

는 에서 일반 인 비교와 구분된다. 한 은유  비교에서는 객

으로 두드러진 공통 이 없는 두 상으로부터 닮음을 찾아야 하기 때

문에 두 상뿐 아니라 두 상과 련된 체계에 속하는 속성들을 포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은유  비교에는 속성들뿐 아니

라 사회 문화  가치와 함축, 개인  연상, 정서 등의 요소들도 개입되

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과정에서 명확한 내용을 악하기는 매우 어려

워 보인다.

   하지만 두 상에 한 비교로부터 분명한 내용을 악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한 다양한 이론  시도들이 있었다. 이것

은 은유의 본질을 탐구하기 한 두 번째 측면인 은유  의미에 한 

고찰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은유  의미에 한 연구는 순수하게 언어

 규칙을 통해 은유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은유  비교의 과정

을 은유  의미에 연 시키려는 시도로 나뉘는데, 첫째 방법은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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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무 빈약하게 만든다는 단 이 있고 둘째 방법은 의미의 개념

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기에 모두 부 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은유  의미에 한 근은 은유 경험 체를 언어  의미로 환

원시키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은유 경험  언어  표 을 허용하는 부

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언어  표 을 허용하는 부

분에 한해서 의미론 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유  매체로서의 언어에 한 탐구는 은유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들을 드러낸다. 은유에 사용된 단어는 습 으로 그것과 연결된 의미

뿐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의미들의 체계, 더 나아가 사회 문화  함축

까지 모두 포함한다. 은유에 사용된 단어의 이러한 특징은 그것을 동일

한 뜻을 갖는 다른 단어로 체할 수 없게 만들고 련된 의미 체계를 

통해 새로운 은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은유의 가장 독특한 은 은유를 이해한 후에도 여 히 축

자  의미가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성의 경험이다. 이것은 은

유의 가장 본질 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들이 이것을 설명하

는 데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은유의 특성을 설명하

기 해서는 의미에 개념  특성뿐 아니라 이미지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념 의미론의 핵심 인 부분이기에 이 논문

에서는 개념 의미론이 은유 이론의 훌륭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그 자

체로 올바른 의미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

주요어: 은유  의미, 유사성, 형식 의미론, 의미장 이론, 인지 언어학, 

개념 의미론 

학번: 2005-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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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은유에 한 철학  연구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은유의 본질에 한 탐구를 목

으로 하며, 은유의 표면 인 상이 아닌 본성을 밝힌다는 에서 철학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철학 분야에서 은유는 사생아와 

같은 존재이다. 명한 언어철학자 라이칸(William Lycan)은 그의 서 

Philosophy of Language에서 은유의 문제를 제일 마지막 장에 ‘The 

Dark Side’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은유라는 주제가 언어철학 개

론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 게 음울한 제목 아래 다 진다는 것은 

언어철학에서 은유의 지 를 상징 으로 보여 다. 은유는 비유법의 일

종으로 오랜 동안 수사학자들의 연구 분야로 간주되었고, 간혹 철학자

들이 은유에 해 언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부분 은유가 

얼마나 진리의 탐구에 방해가 되는가하는 부정 인 비  일색이었다. 

은유를 수사학  입장에서 보면 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이지만 철

학  입장에서 볼 때 이 장식은 에 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

애물일 뿐이다. 

   언어철학에서는 의미의 측면에서 은유에 근한다. 우리는 은유를 

이해하고 그것에 해 동의하거나 반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은유가 이해 

가능한 내용을 달한다는 사실에 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게 당연한 근법은 늘 만족스러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은유를 어두운 뒷자리에 숨겨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은

유를 숨기려 할수록 은유는 그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은유는 

도처에 만연되어 있어서 은유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상상할 수 없고, 

이 게 산재한 언어  상을 해명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 이론도 불완

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를 얼마나 성공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미 이론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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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은유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좋은 의미 이론이라는 주장은 자칫 지나

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이 주장하듯이 

은유는 단지 특정 문장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인과 인 

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의미와 무

해 보이는 은유의 특징에 한 고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은유

를 들으면 우리는 은유에 나타난 두 표 이 가리키는 상 사이에 일종

의 닮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 자체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은유를 언어  의미로부터 분리해서 고찰하려는 시도는 그리 오

래 지속될 수 없는데, 은유가 단순한 인과  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과과정이 어 거나 언어  형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 히 은유를 언어  의미로부터 떼어 놓기 

해 은유에서 언어  형식은 언어의 일상 인 역할을 멈추고 단지 장

식 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은유에서 언어  형식이 단지 장식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

지만 은유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언어라는 형식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유에 사용된 언어 표 은 그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의

미만을 달하는 투명한 매체도 아니고 어떤 의미도 달하지 않고 그 

자신만을 드러내는 불투명한 매체도 아니며, 닮음을 악하기 한 비

교 과정을 발하고 의식에서 사라지는 매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언

어 표 은 그 자체에 다양한 사회 문화  가치와 함축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표 의 이러한 특징은 은유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은유가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한 주목을 요구한다는 에서 

은유에 한 연구는 한 미학  의의를 갖게 된다. 

   은유의 언어  형식에 한 주목은 자연스럽게 다시 언어  의미와 

은유의 계에 한 심으로 연결된다. 계속 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어철학자들은 은유를 언어  의미의 에서 설명하기 해 꾸 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 자체는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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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통해 은유의 요한 특징들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은유를 

언어  의미의 에서 보더라도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개별 인 

단어의 의미를 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은

유는 서로 연결된 복잡한 의미들의 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은유의 본성을 악하기 해 고찰해야 하는 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은유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를 야기하는지

를 다루는 은유  경험에 한 고찰; 둘째, 이러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합리 인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은유  의미에 한 고

찰; 그리고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

는 은유  매체에 한 고찰. 이러한 고찰들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올

바른 은유 이론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안  은유 이론에 한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게 될 은유 이론은 그 이

론  근거를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에 두고 있다. 만일, 비록 개략 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은유 이론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은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이론이 좋은 의미 이론이라는 제 하

에, 개념 의미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은유의 기본 요소들’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룰 연구의 상들

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이 논문은 주제와 매체로 구성된 기본 형식 

은유 문장을 주 상으로 하고 이 은유 문장에 한 상  경험 에

서 은유 표 에 한 지각  경험과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보는 비교

의 경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한 은유만의 특징 인 경

험인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는 상을 소개하고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은유 이론의 요한 과제임을 주장한다. 은유에 한 연구가 결국 은유

를 이해하기 한 것이라고 할 때 은유의 내용이 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은유의 경험  요소로부터 내용을 분리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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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은유에 한 이해에 부 하다는 것을 지 한다. 

   2장 ‘은유와 비교’에서는 은유와 유사성의 계를 심 으로 다

룬다. 은유에서 유사성을 악하는 과정에는 단지 두 상 사이의 닮음

을 악하는 능력뿐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 경향도 반 되며 비교되는 

두 상이 속하는 개념 체계가 개입되는 포 인 과정임을 보인다. 이 

때 두 상의 개념 체계가 개입된다는 것을 비교 과정에 언어  의미만

이 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은유의 다양한 특성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비교 과정에는 두 상과 련된 의미뿐 아니라 사회 문화

 함축과 개인  연상이나 정서 등도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3장 ‘은유와 의미’에서는 은유로부터 합리 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에 해 고찰한다. 우선 은유의 의미와 닮음 사이에 매우 직

인 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통 인 비교 이론의 문제 을 검토하

면서 비교 이론이 이후에 등장하는 은유  의미에 한 이론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지 한다. 다음으로 은유  의미를 거부하는 데이비슨의 

이론  근거를 살펴보고 데이비슨이 은유  의미를 부인하는 주된 동기

가 은유  의미가 나타내는 맥락 의존성에 있다는 것을 지 한다. 데이

비슨은 화용론  의미도 의미론  상에서 제외하지만 화용론  의미

를 인정하는 다른 학자들은 은유  의미를 화용론  의미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은유  의미에 한 화용론  설명을 시도한다. 은유  의미

가 화용론  의미의 일종이라고 단한 써얼은 통 인 화용론  해석 

방식을 은유에도 용하여 오직 문장 의미와 해석 원리를 통해 은유  

의미를 도출하는 이론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은유 연구

의 상을 축소시키고 은유의 의미를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

다. 신 블랙은 은유  의미를 악하는 과정에 두 상에 한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비교의 계기를 도입하 다. 

그러나 블랙은 은유  의미가 언어 으로 표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

함으로써 은유  의미의 인지  지 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통 인 철학  입장은 언어가 세계를 투명하게 보여 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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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은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웠다면 언어와 세계의 계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  화용론이 은유를 설명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기

를 가지고 표 인 진  화용론인 합성 이론과 맥락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이들의 공통 인 주장은 문장이 그것을 구성하는 표 을 통

해서만 의미를 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즉 거의 부분의 문장이 화용론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입장은 의미를 이

해하기 해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은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러나 축자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진  화용론을 통해서는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을 

드러낸다. 

은유  의미가 맥락 의존 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맥락  요

소를 도입한 형식 의미론은 은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스턴은 형식 의미론에 맥락  요소를 도입한 카 란의 통찰을 토

로 은유  의미를 포함하는 형식 의미론을 제시하 다. 은유  의미

를 형식 의미론에 포함시키기 해 도입한 Mthat 조작어에 한 이론  

문제 이 제기되지만 그의 이론의 가장 요한 문제 은 은유의 이 성

에 한 설명과 이론  토 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4장 ‘은유의 해석과 확장’에서는 은유가 개별  단어의 의미를 통

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련된 의미 체계를 통해 확장되는 

상과 이러한 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은유의 확장을 단

어들 사이의 구조  계를 통해 설명하는 구조주의 이론과 개념들 사

이의 구조  계를 통해 설명하는 인지 언어학 이론들은 각각 은유의 

특징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은유  의미의 

이 성이라는 특징은 은유를 설명할 때 반드시 다 야 하는 핵심 인 

부분인데 이러한 이 성을 설명하기 해서는 개념 구조와 언어 구조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토 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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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개념 의미론과 은유’에서는 먼  은유 연구를 해 언어와 

개념의 역할을 구분해야 악해야 하며 언어 표 과 사고의 구조를 혼

동하는 경향이 언어와 사고의 계에 한 올바른 이해에 걸림돌이 된

다는 것을 지 한다. 다음으로 은유의 특징들을 포 으로 다룰 수 있

는 이론  모델로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을 소개한다. 음운 구조, 구문 

구조, 의미 구조를 구분하는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의 병렬  특징은 

은유의 다양한 특징들  특히 은유의 이 성을 설명하기에 합하다는 

것을 보인다. 한 개념 의미론이 은유의 모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의 의미를 개념 심 으로 악하지 않고 개념 구조와 공

간 구조를 모두 의미에 포함하여 지각  경험을 의미의 역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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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유의 기본 요소들 

   은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  방식이다. 은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면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요’ 는 ‘ 은 고양이로다’와 같은 유

명한 시 구 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는 늑 이다’ ‘여자는 여우

이다’와 같은 용  표 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은유의 사례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은유 표 과 그 지 않은 언어 표 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은유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어도 은유

의 어떤 성질 때문에 해당 표 이 은유로 식별되는지 그 원리를 밝 야 

한다. 물론 은유 문장과 일반 인 기술 문장은 문법 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모두 동일한 어휘와 문법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 은 고양이로다’라는 은유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지구는 둥

다’와 같은 일반 문장을 이해할 때와는 다른 성격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다. 먼  ‘지구는 둥 다’의 경우 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지구가 둥 다는 정보 는 내용을 달한다. 이 문장이 

달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해당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 은 고양이로다’라는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와 

다르다. 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해 과 

고양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들 에는 과 고양이의 함축  의미, 사회  통념, 정서  느낌

이나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은유에 한 연구는 은유 표

의 언어  의미뿐 아니라 심  경험의 특징을 밝 야 한다. 이 에

서는 먼  언어 표 으로서의 은유의 기본  형식이 무엇인지 밝히고 

은유와 련된 경험  상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은유의 이 두 가

지 특징에 더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은유가 달하는 내용이다. 은유 

문장은 한 그것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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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기본 형식과 상  특징이 은유의 의미 혹은 해석과 어떤 연 성

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은유 표 , 그것으로 인해 야기된 심  경험, 그리고 은유의 내용은 

모두 은유의 본성과 하게 련되며 동시에 은유의 본성에 한 연

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

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은유의 본성에 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1.1 은유의 기본  형식

   은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해 가장 먼  필요한 것은 어떤 

문장을 은유 문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식별하는 것이다. 어떤 

상이 은유인지를 우선 식별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그 식별된 상의 본

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유 문장은 단일한 고정된 형

식을 취하는 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유의 문법  형식

을 규정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지만 우선 몇 가지 은유 표 들의 를 

살펴 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1) 리엣은 태양이다. (Juliet is the sun)

(2) 내 마음은 호수요.

(3) 은 고양이로다.

(4) 인간은 짐승이다.

(5) 인간은 섬이 아니다.

(6) 그 여우는 다시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7) 희는 완 히 충 되었다.

은유  언어 표 의 형 인 형식은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에서 로든 (1)~(3) 같은 은유는 이러한 형 인 형식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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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형  은유 문장에서는 주로 술어가 은유 으로 사용되고 주

어가 축자 으로 사용되며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의미론  충돌이 발견

된다. 의미론  충돌이란 소녀를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서로 조화

되지 않는 범주에 속하는 의미들을 연결하여 부 한 느낌을 주는 

상이다. (4)~(5)는 의미론  충돌이 없지만 이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의

해서 은유가 되는 사례들이다. 인간이 짐승이라는 것과 인간이 섬이 아

니라는 것은 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 문장에 사용된 표 들 

사이에 의미론 인 충돌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진지한 화자가 특별

한 이유 없이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발화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 발화자가 화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기 보다는 다른 의미를 달하기 해 의도 으

로 이러한 표 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발

화 자체의 형식보다는 그 표 이 발화된 맥락에 의해서 은유가 되는 이

러한 문장들은 의미론  충돌이 없다는 에서 (1)~(3)과 다르지만 술어

가 은유 으로 사용된다는 은 형 인 형식의 은유와 동일하다. 일

반 으로 (1)~(5)와 같은 은유 문장에서 은유 으로 사용된 술어 표 인 

‘태양’, ‘호수’, ‘고양이’, ‘짐승’ ‘섬’이 축자 으로 가리키

는 것을 매체(vehicle)라고 하고 이러한 표 이 은유 으로 가리키는 

상에 해당하는 리엣, 마음, , 인간 등을 주제(topic)라고 하자.1) 의 

 (1)-(5)는 은유의 형식에 해 주제는 주어가 되고 매체는 술어가 된

다는 일반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은유 문장에서 이러한 응 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다. 이는 문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6)에서는 술어가 아닌 주

1) 원래 리차 (A. I. Richards)는  사용   축  가리키는 것과 

비  가리키는 것  하  해 각각 매체(vehicle)  본 (tenor)라는 용

어  사용하 다. 그러나 후   연 에 는 본 (tenor)라는 생 한  

신   숙한 주 (topic)라는 용어  사용한다. 같  용어  사용하  

에 라 용어   수 하 도 하는 ,  들어 키 (Eva Kittay)  경우에

는  사용   축  가리키는 상뿐 니라 그  체  

매체에 포함시킨다는 에  다  가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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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은유  매체로 사용되었다. 이 문장에서 매체는 주어 표 이 가리

키는 상이지만 은유의 주제를 가리키는 표 은 문장에 직  나타나 

있지 않다. 신 이 은유 문장의 주제는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서 찾아

야 한다. 이 경우 맥락을 통해 ‘그 여우’가 가리키는 사람이, 를 들

어, 장옥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 은유 문장의 주제는 장옥정이 

되고, 이 문장은 ‘장옥정은 여우이다’라는 은유를 주어에 압축 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6)에서 은유의 주제가 생략되었듯이 은유 문장에서 은유의 매체가 

생략되는 것도 가능하다. 문 (7)은 바로 그러한 를 보여 다. (7)은 

술어를 통해 생략된 매체를 추론해야 하는 사례이다. 이 은유에서 주제

는 희이다. 그러나 ‘충 되다’라는 용어는 매체가 아니라 추론을 

통해 매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이 된다. ‘충 ’은 주로 

자 기기와 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 표 은 자 기기를 매

체로 제시한다. 따라서 (7)은 희를 주제로 하고 ‘ 자 기기’를 매체

로 하는 ‘ 희는 자 기기이다’라는 형 인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

고 분석될 수 있다. 한 (7)은 문장 표 과 은유  매체 사이의 연결이 

특정한 발화 맥락보다는 자 기기가 충 을 필요로 한다는 일반 인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에서 생략된 주제나 매체의 확인은 맥락뿐 

아니라 일반  지식과 연 되어 있다는 을 보여 다.2) 

   (1)~(7)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유는 다양한 문장 형식을 통해 표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하나의 기본 형식 은유와 

련되는 경우도 있다. T. S. Eliot의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의 셋째 연은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 다. 이 시의 셋째 연 

체가 ‘안개는 고양이다’라는 은유와 연 된다.

2) 사  (6), (7)과 에 한  캠프(Elisabeth Camp)  Saying and Seeing-as: 
The Linguistic Uses and Cognitive Effects of Metaphor, p. 219-220에 나 는 

사  변 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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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yellow fog that rubs its back upon the window-panes,

The yellow smoke that rubs its muzzle on the window-panes,

Licked its tongue into the corners of the evening,

Lingered upon the pools that stand in drains,

Let fall upon its back the soot that falls from chimneys,

Slipped by the terrace, made a sudden leap,

And seeing that it was a soft October night,

Curled once about the house, and fell asleep.

이 시에는 안개라는 주제가 나타나지만 매체는 명시 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신 고양이가 형 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묘사함으로써 고양이

라는 매체를 간 으로 제시한다. 창유리에 몸을 문지르거나 로 핥

는 행동 등은 개별 으로는 바로 고양이와 연결될 수 없는 일반 인 동

물의 행동이다. 그러나 고양이가 형 으로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을 

열거하면 이러한 모든 행동 양식을 만족시키는 동물로 자연스럽게 고양

이가 떠오를 것이다. 이 시에서는 (7)과 마찬가지로 매체가 간 으로 

제시되는데 (7)과 달리 다양한 행동을 묘사하는 표 들이 함께 작용하여 

매체를 제시한다. 이 시 구 들은 안개를 주제로 갖고 ‘고양이’를 매

체로 하는 ‘안개는 고양이이다’라는 기본 형식 은유를 제시한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은유의 형태는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기본

인 단순한 형태뿐 아니라 이러한 기본 은유가 압축되어 문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압축 인 형태, 여러 일반  술어들이 모여 하나의 은유를 구

성하는 확장된 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이 게 

다양하지만 이러한 은유들은 모두 기본 형태의 은유로 분석될 수 있다. 

를 들어, (6)은 ‘장옥정은 여우이다’ (7)은 ‘ 희는 자기기이다’ 

(8)은 ‘안개는 고양이다’라는 기본 은유가 압축되거나 확장된 형태이

다. 다양한 형태의 은유가 이 게 기본 형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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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 형식 은유가 다양한 형태의 은유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은유를 식별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형

태의 문장들에서 기본 형식 은유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은유 문장들의 근 에는 기본 형식 은

유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은유의 본성에 한 연구는 주어가 주제가 되

고 술어가 매체가 되는 기본 형식 은유를 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3) 

이제 은유 표 의 기본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으로

는 이러한 기본  은유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

다.  

1.2 은유와 상  경험

   은유의 기본 인 형식은 주어가 주제가 되고 술어가 매체가 되는 단

순한 문장이다. 하지만 이 게 단순한 은유 문장에 한 상  경험은, 

곧 보게 될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에 한 상  경

험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은유의 본성을 이해하기 한 요한 단

계이다. 이 에서는 은유에 한 상  경험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

하여 논의한다. 은유에 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물론 은유 표  자체

를 경험한다. 이 경험은 은유 문장을 읽거나 들었을 때 발생하는 지각

 경험을 포함하지만 해당 표 을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떠올린 상상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

다. 

   은유 표 이 야기한 경험을 구성하는 둘째 요소는 비교 는 닮음의 

경험이다. 은유 표 에 한 경험은 은유 표 을 구성하는 주제와 매체

가 서로 비교 는 조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를 들어, ‘ 은 고양

3) 본 식 가 어떻게 다양한 식  변 고 장 는지는  용에 

 고  에 는 본   본  는 것  심 목  한

다.  변   장  는  본  는  필요한 경우 수

 다 질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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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다’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해 과 

고양이 사이에 어떤 공통 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둘 사이에 닮음 을 찾았을 때 이 은유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

다. 이 부분에 한 논의는 은유를 직유와 동일시했던 기 은유 이론

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직 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는 한편 그러한 이

론이 갖는 문제  역시 간단히 언 한다.4)  

   셋째 요소는 ‘은유 경험의 이 성’으로 알려진 것인데 이 요소는 

독립 인 경험  요소이기 보다는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 사이의 계

에 한 것이다. 은유 표 으로 야기된 경험은 은유 표 에 한 경험

과 은유 표 에 나타난 두 상 사이의 비교 경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종류의 경험이다. 이것은 오직 은유에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은유와 은유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결정 인 요소이다. 

이제 은유에 한 상  경험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해 좀 더 자세

히 알아보자.

1.2.1 은유 표 에 한 상  경험   

   은유 표 은 그 형식 자체가 은유의 경험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한

다. 은유 표 에 한 경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은유의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은유는 그것의 표   일부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갖

는 다른 표 으로 체할 경우 원래 은유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는 은유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다. 

(1) 리엣은 태양이다.

(1-1) 리엣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 한 가스 덩어리이다.

4)   비  특징  해하  해 는  비  차  우  

해할 필요가 다. 상  비   비  차 는 2장에   다룰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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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1)에 있는 ‘태양’이라는 표 을 동지시 인 다른 표 인 

‘태양계에서 가장 거 한 가스 덩어리’로 바꾼 문장이다. ‘태양’과 

‘태양계에서 가장 거 한 가스 덩어리’는 같은 상을 가리키는 표

임에도 불구하고 (1-1)은 (1)과는 다른 은유이거나  은유가 아니다. 

이러한 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은유에서는 사용된 단어가 무

엇을 가리키는지, 혹은 의미하는지 뿐 아니라 어떤 표 이 사용되었는

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지시  표 의 체 불가

능성은 은유뿐 아니라 믿음, 욕구, 의도 등 명제 태도와 련된 문맥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시킬 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장과 같은 [심 ] 상태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할 때 

그 문장 상태의 토큰을 보여  수 있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이다. 나는 실제

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당신에게 보여  수 있다.5)

즉 내가 ‘철수는 성이 개밥바라기라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발화할 

때, 나는 철수가 ‘ 성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그 

정신 상태의 내용이 포착될 수 있는 그러한 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 성은 개밥바라기다’와 ‘ 성은 샛

별이다’의 진리치가 같더라도, 이 문장의 일부를 ‘ 성은 샛별이다’

라는 표 으로 바꿔서 ‘철수는 성이 샛별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 귀속 문장의 경우, 이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은 철

수에게 귀속시킬 문장의 진리 조건이 아니라 철수가 그 내용을 표상하

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은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리엣

은 태양이다’라는 발화는 로미오 ( 는 이 은유의 발화자)가 ‘ 리엣

5) Arthur Danto, "Metaphor and Cognition", Knowledge and Language: Volume 
III, Metaphor and Knowledge, Edited by F. R. Ankersmit and J. J. A. Mooij, 

1993, 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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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양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

는 것을 나타내므로, 비록 ‘태양’과 ‘태양계에서 가장 거 한 가스 

덩어리’가 동지시 이더라도, 이 표 을 ‘ 리엣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 한 가스 덩어리이다’라고 바꿀 수 없다. 원래 표 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로미오의 심  상태를 잘못 표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유에 사용된 표 은 의미를 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그것의 형식(철자 는 음성)에 한 지각 경험 자체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은유에 사용된 표  자체가 요한 이유는 의미 이외

에 다양한 사회문화  함축과 가치가 이 표 에 묻어 있고 은유를 이해

하기 해서는 이러한 함축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단

어가 달하는 의미는 다른 단어에 의해서도 달될 수 있지만 그 단어

에 묻어 있는 함축과 가치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는 달될 수 없는 것

이다. 그 단어가 달하는 고유한 가치와 함축은 우리가 속한 언어 공

동체 속에서 그 표 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언어 표

이 사회문화  가치  함축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는 표 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달콤하다’와 이에 해당하는 ‘sweet'

이라는 표 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달콤한 말‘과 ’sweet 

words'는 각 문화권에서 다르게 이해되는데 동양 문화권에서 이 표 은 

혹시키는 말, 속이는 말이라는 부정 인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즐거움을 주는 유쾌한 표 이라는 정 인 의미로 해석

된다. 

   특정 언어 표 에 포함된 부정  가치를 없애기 해 언어 표  자

체를 바꾸는 행 역시 언어 표 이 단지 의미를 달하는 수단이 아님

을 보여 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가사 일을 도와주고 

 가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 으로 사용되던 ‘ 출부’는 그 

표 이 갖는 부정  가치 때문에 ‘가사 도우미’라는 새로운 표 으로 

바꿔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표 이 오늘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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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 사용되는 것도 언어 표 이 사용을 통해 사회  가치를 포함하

게 되는 사례  하나이다. 이처럼 언어 표 은 사회문화  가치  함

축과 함께 습득되기 때문에 비록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 들이라도 

각자 다른 가치와 함축을 달하게 된다. 은유에서 어떤 표 이 사용되

었는지가 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은유의 작용에 언어 표 의 의미

뿐 아니라 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은유 표 의  다른 역할은 은유의 확장이라는 상과 련된다. 

은유는 하나의 표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유 표 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하는 표 들을 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다음

의 간단한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9) ATM이 내 카드를 삼켰다.

(9-1) ATM이 내 카드를 삼켰다가 씹은 다음 뱉어냈다.6)

(10) 쟁은 지옥이다.

(10-1) 장군들은 악마들이고, 피 흘리는 보병들은 고통 받는 죄인들, 

폭탄의 폭발은 원한 지옥의 불이다.7)

(9)를 (9-1)과 같이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삼키다’ ‘씹다’ ‘뱉

다’와 같은 표 들이 먹는 행 와 련된 동일한 의미 집합에 속하기 

때문이다.8) (10)이 (10-1)과 같이 확장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장군’, ‘보병’, ‘폭탄’은 ‘ 쟁’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하고 

‘악마’ ‘죄인’ ‘지옥의 불’ 역시 ‘지옥’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한다. 이러한 은유의 확장은 은유  의미가 아니라 은유 표 이 속한 

6) Josef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2006, pp. 250-252

7) Berys Gaut, “Metaphor and the Understanding of Art”,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vol. 97, 1997, p. 240

8) Josef Ster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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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집합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은유의 확장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본 은유에 사용된 표 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유의 확장

이라는 상 역시 은유 표 에 한 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은유 표 은 이처럼 은유의 동지시  표  체 불가능성이라는 

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은유의 확장에 한 설명에도 요구

되는 요한 요소지만 지 까지 많은 은유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다. 이 

요소는 한 뒤에 나올 은유의 이 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은유 표 에 한 경험의 요성은 이 성을 설명하는 에서 다

시 한 번 강조될 것이다. 다음에는 은유의 상  경험  둘째 요소인 

비교의 경험에 해 알아보겠다.

1.2.2 은유와 비교의 경험

   은유에 한 상  경험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특징은 바로 비

교의 경험이다. 은유에 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고 에서부터 비교의 

과정은 은유의 핵심 인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최 의 은유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 스는 다음과 같이 은유와 직유(혹은 비교

(Eikon))를 동일시하고 있다.

직유는 한 하나의 은유이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학, 

1406b)9)

이러한 모든 표 들은 직유로도 은유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은유로 사용된 

것이 직유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직유는 설

명하는 어휘를 필요로 하는 은유이다. (수사학, 1407a)10)

아리스토텔 스는 “아킬 스는 한 마리 사자처럼 돌진했다”라는 직유

9) Aristotle, On Rhetoric, translated by George A. Kennedy. p. 205

10) Ibid.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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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자가 돌진했다”라고 하면 은유가 되고 사자와 아킬 스가 모두 

용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 이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 스 

이후 지 까지 많은 이론가들이 은유에 비교의 과정이 포함된다는 사실

을 언 해 왔으며, 때로 일부 이론가들은 비교 표 이 명시 으로 드러

나는 직유를 은유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은유가 일종의 직유라는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장 이 있다. 우

선 부분의 은유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을 달하는 것 같은 느낌

을 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직유는 부분 참으로 간주되기 때

문에 은유가 축약된 형태의 직유라면 은유도 같은 의미를 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유의 의미를 직유와 동일시하면 은유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하고 체계 인 방법을 갖게 된다. ‘ 리엣

은 태양이다’의 의미가 ‘ 리엣은 태양과 유사하다’가 되는 것처럼 

은유 표 의 ‘~이다’를 ‘~와 유사하다’로 바꾸기만 하면 은유의 의

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유를 직유와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은유  이해에 개입하는 비교의 과정을 직  언어로 표 하고 그 의미

를 악하려는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서 알 수 있듯이 비교의 과정은 단지 상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은유  의미  은유에 한 이해와도 하게 련된다.11)  

   비교 과정의 경험은 단지 은유  의미를 이해하기 한 수단으로만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비교의 과정은 은유를 이해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 아니라 은유 표 과 은유  해석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밝히는 데도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특성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1)과 같은 형 인 은유에서 진행되는 비교 

과정을 묘사할 때 어떤 표 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1)에 한 경험

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1)  미나  해  는 심  과  결과  하는 다  에  다

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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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리엣을 태양으로 본다. (seeing Juliet as the sun)

(1-b) 리엣을 태양을 통해 본다. (seeing Juliet through the sun) 

(1-c) 리엣을 태양과 련하여 보게 하는 장치이다. (a device for 

seeing Juliet in terms of the sun)

(1-d) 태양의 에서 고려된 리엣에 한 어떤 것을 알려 다. 

(Juliet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un) 

(1-e) 태양을 리엣에 한 하나의 으로 사용한다. (using the sun 

as a perspective upon Juliet) 

(1-f) 태양의 측면에서 리엣에 해 생각한다. (thinking of Juliet 

under the aspect of the sun)12) 

비교 과정은 부분 ‘보기(seeing)’ 는 ‘ (point of view, 

perspective)’, '측면(aspect)'과 같은 시각과의 유비를 통해 묘사된다. 

여기서 비교되는 두 상은 은유 표 에 나타나는 주제와 매체에 해당

한다. 정리하자면, 은유 표 은 비교의 경험에 참여하는 두 상을 제시

하고 이러한 비교의 경험은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보도록 한다. 

   그 다면 은유와 연 된 비교 과정을 기술하기 해 지각에 한 유

비가 사용되는 이유에 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의 과정을 지

각과 유비하는 것은 아마도 이 과정이 언어로 표 되기 어렵다는 특징

과도 연 되어 있는 것 같다. (1)에 해 비교 과정에서 악된 내용을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 으로 기술하라고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

들을 나열할 수 있다. 

(1-R) ‘ 리엣은 미의 원형이다’, ‘ 리엣은 숭배의 상이다’, 

12)  들  각각 다  헌에  사용 었다. (a) Donald Davidson, "What 

Metaphors Mea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p. 263 (b) Max 

Black, "Metaphor",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p. 41, (c)-(d) Kenneth Burke, A Grammar of Motives, pp. 

503-4. (f) Elisabeth Camp, Saying and Seeing-as: The Linguistic Uses and 
Cognitive Effects of Metaphor, p. 208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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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엣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다’, ‘ 리엣은 성장을 한 에

지를 제공한다’, ‘ 리엣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이다’, ‘ 리엣

에 비해 다른 아가씨들은 생기가 없다’, ‘하루는 리엣으로 시작해

서 리엣으로 끝난다’, ‘세계는 리엣을 심으로 움직인다’ 등등.

(1)과 같은 단순한 은유에 해 이 게 많은 언어  기술들이 제시되지

만 이러한 기술들이 이 은유의 모든 내용을 포 하는지를 묻는다면 

부분 그 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비교의 과정은 이처럼 지각과의 유

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고 언어  형식으로 완 히 환원될 수 

없는 종류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은유에서 비교의 과정은 은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유에 한 직유 이론가들은 은유  의

미를 비교의 과정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비교의 과정은 지각과 자연스

럽게 유비되고 언어 으로 형식화하기 어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비교의 

과정을 은유  의미와 동일시하게 되면 은유  의미를 언어 으로 형식

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비교의 과정을 은유  

의미와 동일시해야 하는 필연 인 이유는 없다. 은유는 언어로 표 되

기 때문에 은유  의미를 언어  의미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도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 둘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면, 비교 경험이 지각과 유

사하고 언어로 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부터 은유  의미가 언어로 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의 경험을 은

유  의미와 동일시하는 것은 은유의 연구에서 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비교 경험과 은유  의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증을 통해 

이끌어 내야 할 결론이다. 비교 경험과 은유  의미의 계에 한 논

의는 은유의 연구에서 요한 문제이며 이 논문의 2장과 3장을 통해 각

각 자세히 다 질 것이다. 

   비교의 경험은 은유 표 이 제시하는 주제와 매체 사이의 계에 

한 경험이고 은유 표 에 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은유 경험의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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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그러나 이 요한 두 요소는 순차 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

에 은유에 추가 인 복잡성이 개입된다. 은유 표 에 한 경험과 비교

의 경험은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음 에서 살펴볼 은유 경험의 셋

째 요소이다. 

1.2.3 은유 경험의 이 성   

    

   지 까지 은유에 한 경험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은유 표 에 

한 경험과 비교의 경험에 해 알아보았다. 이 두 가지 경험은 각각 

은유에 한 경험에서 빠질 수 없는 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함께 작

용하여 은유만의 독특한 상  경험을 산출한다. 어떤 표 을 지각하

고 그것의 축자  의미를 이해한 후, 그것이 은유로 사용되었음을 식별

하면 그 표 의 매체와 주제를 악하게 되고 매체의 에서 주제를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유에서의 비교의 과정이다. 그런데 원래 은유 

표 에 한 경험은 비교의 과정을 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

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 히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은유 표

에 한 경험과 비교의 과정이 동시에 경험되는 상을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고 한다. 많은 은유 연구자들은, 비록 ‘이 성’이라는 용어

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에 주목하 고 은유 연구라

면 반드시 그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를 들어 주요 기 은

유 연구자인 데이비슨(Donald Davidson)과 블랙(Max Black)은 다음과 

같이 이 성에 해 설명하고 있다. 

은유는 분명히 어떻게든 원래 의미에 의존한다. 은유에 한 한 설명

은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은유  환경에서 여 히 작동하도록 허용해야 한

다.13)

13) Donald Davidson, "What Metaphors Mean", Inquiries into Tru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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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을 속이 빈 이미지로 생각하기 해서는 ‘닉슨은 속이 빈 이미지이

다’라는 언어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  형식이 이미지를 불러일으

킨 후에, 이 특정한 운동  시각 이미지들은 원래 언어  형식을 체하게 

되지만 원래의 언어  형식화는 여 히 이 감각  이미지를 통제하고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남아 있다.14)

데이비슨과 블랙은 은유에 한 경험에서 비교 과정이 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 인용문에서 ‘은유  환경’과 ‘닉슨을 속이 

빈 이미지로 생각하기’는 각각 이러한 비교 과정을 가리키는 표 에 

해당한다.  인용문은 모두 은유의 비교 경험을 하는 동안 은유 표

에 한 경험도 여 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는 상이다.  

   부분의 은유 이론들은 은유에 모종의 이 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은유 표 과 비교 과정 사이의 이 성

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  의미를 심으로 은유에 근

하는 이론들은 은유의 이 성을 상  경험보다는 의미와 련된 이

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일례로 헨리(Paul Henle)는 은유의 이 성을 

의미론  이 성으로 악하고 이러한 상을 ‘이  의미론  

계’라고 명명했다. 

은유는 이  의미론  계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퍼스의 의미로 상

징(symbol)을 사용하면, [상징은] 어떤 상이나 상황을 찾기 한 지시를 제

공한다. 여기까지 언어의 사용은 매우 일반 이다. 둘째, 이 지시에 해당하는 

상이나 상황은 우리가 설명하려는 것의 도상  기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도상  기호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 규칙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 이해를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

Interpretation, p. 249

14) Max Black, "More about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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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이해한다.15)

헨리의 설명에서 이  의미론  계는 언어  기호가 지시하는 것과 

도상  기호가 지시하는 것 사이의 이 성이다. 여기서 도상  기호는 

직  제시되지 않고 언어  기호가 지시하는 것을 통해 간 으로 제

시되기 때문에 도상  기호의 의미는 언어  기호의 의미에 의존하게 

된다. 도상  기호가 작동하기 해서는 언어 표 의 축자  의미 역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의미에 한 헨리의 설명은 상  

이 성을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도상  기호는 

닮음을 통해 지시하므로 도상  기호의 작용은 은유 경험의 이 성을 

구성하는 비교의 과정에 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의 과정을 배제하고 은유를 온 히 언어  의미로 설명

하고 싶어 하는 좀 더 엄격한 의미론  은유 이론에서는 이 성을 이차

 의미가 일차  의미에 의존하고, 일차  의미가 여 히 그 효과를 

유지하는 상으로 설명한다. 은유에 나타나는 이 성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주장은 이 에서 주장하는 은유 경험

의 이 성과 요한 에서 차이가 있다. 의미의 이 성에서는 비교의 

경험 신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와 동시에 경험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유 경험의 이 성은 비교의 경험과 언어 표 에 한 경험 사

이에 이 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은유에서 경험되는 이 성을 

서로 다른 의미들 사이의 계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한 반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논증의 요 은 의미의 

이 성은 의미론  은유 이론을 제하는데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 인 논증은 각 이론을 소개하는 3장과 4장에서 제시하겠

지만, 이 에서는 우선 은유를 의미의 이 성으로 설명하는 이론가들

이 스스로 느끼는 이론내  갈등을 살펴보겠다. 먼  형식 의미론  바

15) Paul Henle, "Metaphor",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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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서 은유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과 축자  의미 사이에 의존 계

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스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형식  장비를 갖추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은유  의미가 축

자  의미에 의존하고 왜 축자  의미가 은유  해석에서 효력을 유지하는

지 설명을 시작할 수 있다 – 비록 이 설명이 우리의 의미론의 한계를 드러

낼 것이지만.16)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요약하자면, m- 련 제들의 한 집합이 축자  매체 (표  는 단

어)에 의해 개별화된다는 우리의 철학  주장과 모든 표 들을 구분하는 

한 의미 개념을 포착할 만큼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은 특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우리의 형식 의미론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17)

어휘 집합과 개념 역 사이의 계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키테이의 경우, 의미는 내용 역 사이의 유비 계를 통해 확장되는데 

일반 인 유비 계를 통해 확장되는 일차  의미와 달리 은유  의미

는 이러한 유비가 좀 특별하게 용되는 이차 의미로 분류된다. 그녀는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의 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차 의미화를 통해 해석된 용어는 발화 유형의 임시 의미(occasion 

meaning)를 달하는데, 이것은 실제 불변 의미(applied timeless meaning)

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변 의미에 의존한다.18)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의] 차이 은, 일차 의미의 경우 그 발화의 내용 

16) Josef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2006, p. 263

17) Ibid. p. 265

18) Eva Kittay, Metaphor: Its cognitive force and linguistic structure, 

Clarendon Press, 1987,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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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이해하기 해 유비의 발생 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차 의미

에 해서는 유비의 발생 역과 한 차이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9)

그리고 이러한 설명에 내재된 문제 에 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독자는 3장에서 제시했던 의미 분리주의 이론에 한 비 과 그라이스의 

불변 의미(timeless meaning)와 실제 불변 의미(applied timeless meaning)

에 의존하는 일차 의미에 한 설명 사이에 어떤 긴장을 감지했을 수도 있

다. [...] 이 게 표면 으로 충돌하는 견해들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해야 할까? 

아니면 불변 의미와 실제 불변 의미라는 개념을 단지 포기해야 할까? 어떻

게 의미에 한 계  이론을 옹호하면서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의 구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한 수정을 통해 이 모든 개념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나는 여기 제시된 이론의 들을 땜질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내놓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

이다.20) 

  의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유에서 경험되는 이 성을 은유  의

미와 축자  의미 사이의 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론  은유 이론의 

이론  정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의 고민

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애 에 상 으로 경험된 이 성을 설명하기 

해 이  의미  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의미의 이 성

이라는 것은 상  이 성을 설명하기 한 한 가지 방편이므로 문제

를 일으킴에도 이 방법을 고수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은유에

서 경험되는 상  이 성을 비교 경험과 은유 표 에 한 경험 사이

의 이 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직 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한 

이론  토 는 5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지 까지 은유 표 을 통해 발된 심  경험들의 특징에 해 알아

19) Ibid. p. 151

20) Ibid.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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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러나 은유는 단지 우리 안에 특정한 심  경험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은유는 심  경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떤 내

용을 달한다. 은유로 인한 심  경험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그 내용이 언어의 형태로 객 화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게 객

화된 결과를 지칭하기 해 은유  의미, 은유에 한 이해, 는 해석

이라는 다양한 표 을 사용한다. 은유의 본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심

 경험들에 한 분석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역

시 요하다. 다음 에서는 심  경험의 결과를 언어로 표 한 은유 

해석의 특징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3 은유의 내용

   은유의 본성에 한 연구는 은유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질문뿐 

아니라 은유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의 문제를 함께 다 야 한다. 지 까

지 이 장에서는 은유의 경험  특성들을 주로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은

유에 한 부분의 연구는 후자에 집 되어 있다. 언어를 표  수단으

로 하는 은유는 다른 언어 표 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의미 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은유가 달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은유 연구의 궁극 인 목표로 

간주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은유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은유에 한 진  여부 는 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는 에서도 시되어 왔다.  

   은유의 내용은 이 게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은유의 다

른 요소들과 혼동되기도 한다. 한때 비교 경험을 언어로 표 한 직유가 

은유의 의미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혼동을 단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은유의 비교 경험이 은유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과정에 한 한 분석이 선행되

지 않은 채로 둘을 동일시하게 되면 결국 은유의 본성을 제 로 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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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 했듯이 비교 경험과 은유의 

내용 사이의 계를 밝 야 하고, 그에 앞서 두 요소의 특성을 분명하

게 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요소의 특성과 련된 문제들은 2장과 3

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겠지만, 이 에서는 우선 비교 경험이라는 

상  요소와 은유의 내용이라는 인지  요소의 계에 해 간단히 언

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  비교 경험의 상  특징과 은유의 내용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

보자. 비교 경험의 상  특성으로는, 1.2.2 에서 소개하 듯이, 일반

으로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본다’는 표 으로 묘사되고, 지각  

경험과 유비될 수 있으며, 언어 표 으로 완 히 체될 수 없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반면 은유의 내용은 언어로 표 되고 성이나 진  

여부를 단할 수 있는 명제  내용이라는 에서 비교 경험과 비된

다. 그런데 문제는 은유의 상  경험과 별도로 은유의 내용만의 특성

을 살펴보면 은유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역설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유에 한 이해를 구성하는 명제  내용은 다

른 일반  언어 표 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의 

내용만으로는 은유의 본성에 근할 수 없으며 은유의 내용에 한 연

구는 은유의 상  요소와의 계 속에서 악될 때 비로소 은유의 본

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은유의 상  요소보다

는 은유가 달하는 내용에 편 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에서 한

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유의 의미를 강조할수록 은유의 고유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

한 연구들은 은유에 한 연구라기보다 의미나 명제  내용에 한 연

구에 그치고 만다. 은유의 내용이 요하기는 하지만 은유의 다른 요소

들과의 계 속에서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은유의 본성을 이해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은유의 본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은유의 상  특성과 그것의 내용을 히 구분하

고 이들 사이의 계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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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의 내용이라는 의미론  요소와 련하여 다음으로 살펴 야 할 

문제는 은유  의미와 해석의 구분에 한 것이다. 문자 그 로 해석할 

수 없는 은유 표 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에서 은유  

의미와 해석은 모두 은유에 한 이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은유의 

이해, 의미, 해석은 때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사실이기 

보다는 논쟁 인 문제이다. 일반 으로 말하면 엄 한 의미론에 근거하

고 단일하게 확정되는 은유  의미와 느슨한 형태의 다양한 페러 이

즈를 허용하는 은유의 해석을 구분할 수 있다. 이론에 따라, 은유  의

미는 부정하면서 은유  해석은 인정하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은유  

의미와 해석을 구분하지 않는 입장, 그리고 은유  의미를 인정하고 형

식 으로 의미와 해석 사이의 엄격한 구분 방식을 제시하는 이론도 있

다.21) 물론 요한 것은 은유의 의미와 해석을 구분하건 동일시하건 그

에 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유의 해석만을 인

정하는 입장과 은유의 의미까지 인정하는 입장의 타당성에 한 분석은 

3장에서 다 질 것이다. 여기서 은유의 의미와 해석의 구분을 언 하는 

이유는 은유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다양한 층 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하기 해서이다. 

   은유에 한 경험이 복합 인 양상을 띠는 만큼 은유의 내용 역시 

결코 단순하게 획득되지 않으며 은유에 한 연구는 은유를 쉽게 이해

하거나 기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기 한 것이라기보

다, 은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왜 어렵고  어려워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22) 은유의 이해에 복잡성

을 부여하는 요소들에는 언어 표 과 이해 사이에 직 인 연  계

를 찾기 어렵다는 , 은유가 사용되는 맥락과 해석자의 연상에 의존한

21)  미  하는  가 는 비슨  들 수 고,  미

  해  식  엄격하게 하는 가 는 스 (Josef Stern)  

다. 들 각각  장에 한 한 개  타당  검증  3장에  다 질 것 다.

22) Josef Stern, Metaphor in Context, MIT Press, 2000,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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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 그럼에도 여 히 언어 표 의 의미  계의 제약을 받는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3장과 4장을 통해 자세히 다

질 것이다. 

1.4 이 장의 결론

   지 까지 은유의 본성을 연구하기 해 살펴 야 하는 다양한 은유

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각 요소들이 은유의 본성과 어떻게 연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선 은유의 형식에 해 말하자면, 은유는 주어가 

주제가 되고 술어가 매체가 되는 형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로 이러한 형식이 문장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유를 

식별하기 해서는 문장에서 이러한 기본 형식 은유를 분석해 낼 수 있

어야 한다. 

   은유 표 은 기본 형식 은유를 찾아내기 해 분석해야 하는 상이

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요한 은유의 경험  요소이다. 언어는 단지 

의미만을 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문화  가치와 함축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표 은 같은 의미를 갖더라

도 다른 가치와 함축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은유에 사용된 특정 표

은 다른 표 으로 체될 수 없는데, 은유의 작용에는 의미뿐 아니라 

이러한 가치와 함축이 불가결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은유에 사용된 표 에 한 지각  경험은 이처럼 특정한 가치와 함축

을 갖는 표 을 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하다. 뿐만 아니라 

은유는 그 표 이 속한 의미 집합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데 은유 표

에 한 지각  경험은 이러한 상과도 하게 련된다. 

   다음으로 요한 은유의 요소는 비교의 경험이다. 은유의 특징 인 

비교 경험은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본다고 하는 지각  유비를 통해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 자체로는 언어로 환원될 수 없지만 은유의 언어

 해석과 하게 련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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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의 본성을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 인 요소는 바로 은유 경험의 

이 성이다. 앞서 언 한 은유 표 에 한 경험과 비교의 경험은 서로 

순차 이거나 독립 으로 경험되는 신 서로 하게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경험된다. 이러한 경험의 이 성은 은유에 특유한 것이기 때문

에, 올바른 은유 이론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은유의 요소는 은유의 내용이다. 은유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것도 결국은 은유의 내용을 이해하기 한 것이라고 간주한

다면, 은유의 의미와 은유의 해석은 은유 연구에서 가장 요한 요소라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유의 본성에 한 연구와 련하여 은유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은유의 내용만을 분

리하여 연구하려는 시도는 결코 은유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다. 은유의 다른 경험  요소와 별도로 은유의 내용

만을 분리하려고 할 경우, 그 내용에는 은유의 고유한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 있는 복합 인 상이

다. 은유의 본성에 한 연구는 각 요소들에 한 분석을 통해 은유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한 것이기도 하지만 각 요

소들을 상세히 살피는 과정에서 은유가 왜 이 게 복잡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기 한 것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간

략히 소개된 은유의 주요 요소들에 해서는 개별 인 고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의 계 속에서 입체 인 이해가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은유의 핵심 인 요소  하나인 비

교의 경험에 해 살펴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은유의 내용을 심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나 각 장은 개별 요소에 을 맞출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의 계를 드러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은유의 본

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의 역할을 구조 으로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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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유와 비교

   은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 인 상이지만 은유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매체’와 ‘주제’이다. 를 들어, ‘

리엣은 태양이다’와 같은 기본 형식 은유 문장에서 주제는 리엣이며 

‘태양’은 매체이다. 주목할 은 주제와 매체가 은유의 이해와 련

된 비교 과정에서도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은유의 비교 과정

은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보는 경험 — 를 들어, 리엣을 태양의 

에서 보는 경험 — 으로 기술되곤 하는데, 주제를 매체의 에서 

본다는 것은 주제와 매체 사이에 유사성을 악하는 능력을 제로 한

다. 주제와 매체 사이의 닮음을 악하는 능력은 오래 부터 은유를 

이해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

한 은유의 비교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  은유  비교가 일반 인 비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 을 지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  상들이나 사태  상황에 

해 크기나 모양 등의 구체  형태뿐 아니라 수학  모델이나 도덕 가

치 등의 추상 인 것에 해서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은유에 특유한 비교 경험은 이러한 일상 인 

비교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은유에 특유한 비교 경험이 무엇인

지 이해하기 해 우선 일상 인 비교 경험의 특징에 해 알아보고 그

런 다음 일상  비교와 은유  비교의 차이 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이러한 차

이를 만드는지 알아볼 것이다. 은유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언어  의

미 모델과 지각  이미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언어  의미 모델에

서는 은유에서 언어  의미들이 비교된다고 주장하고 지각  이미지 모

델은 은유의 비교 과정에 시각  이미지와 유사한 어떤 것이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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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실제 은유 이론들은 언어  모델을 택하거나 이미지 모델

을 택하기도 하고 충 인 형태의 모델을 구성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  모델에 기반한 이론들을 비 하고 실제 비교 과

정에 어떤 요소들이 개입하는지 밝힐 것이다.  

2.1. 은유와 유사성의 계

   고 (古代) 이래로,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비교 과정을 통해 두 

상 사이의 닮음을 악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했

다. 아리스토텔 스는 『시학』에서 “은유에 능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재빨리 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23)고 언 한 

바 있으며 『수사학』에서는 “비교(eikon, 직유)는 일종의 은유”24)라

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들을 비교하고 유

사성을 악하는 것은 은유를 이해하는 데 핵심 인 능력으로 간주되었

다.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아킬 스와 사자는 모두 용감하기 때문에 

‘아킬 스’의 뜻을 용하여 아킬 스를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다.25) 즉 ‘아킬 스는 사자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킬 스

와 사자가 둘 다 실제로 용감하기 때문이며, 이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아킬 스와 사자가 용감함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닮았다는 이 

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 로부터 우리에게는 은유와 닮음 사이

에 한 계가 있다는 뿌리 깊은 신념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그다지 튼튼한 토  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공허하기로 악명 높다는 사실

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상들 사이에서든 유사성

을 찾아낼 수 있다. 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아킬 스와 사자 사이에 

23)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1459a5-8, p. 134

24) Aristotle, On Rhetoric, 1406b, translated by George A. Kennedy, p. 205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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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함이라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아킬 스는 사자이다’라는 은유

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킬 스와 사자 사이에는 ‘용감함’ 

외에도 수많은 공통 이 있다. 이 두 상은 모두 포유류에 속하는 동

물이라는 , 육식을 한다는 (아킬 스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소에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 무게가 10 킬로그램 이상이라

는 , 무게가 1 톤 미만이라는  등 수많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은유를 이해하는 것이 유사성을 악하는 것이라면 이 게 많은 

유사성들 에서 어떤 것을 은유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해 악해야 

하는 유사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사성 개념은 이러한 애매성뿐 아니라 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것은 은유와 유사성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다른 특성이다. 

유사성은 칭  계이기 때문에 A가 B를 닮았다면 B 역시 A를 닮았

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은유가 두 상 사이의 유사성에 기

한 것이라면 ‘아킬 스는 사자이다’와 ‘사자는 아킬 스이다’는 동

일한 은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문장을 같은 은유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킬 스는 사자이다’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특징과 ‘사자는 아킬 스이다’라는 은유(만일 이것을 

은유라고 할 수 있다면)에서 주목하게 되는 특징은 서로 다르다. 유사성

과는 달리 은유에는 칭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주제와 매

체가 서로 바  두 은유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에 개입되는 비교 

과정이 단순히 두 상 사이의 유사성을 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 해 보인다. 

   이와 같이 은유는 유사성 이론으로 히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유가 유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유가 일종의 유사성 

악의 과정이라는 직 을 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유와 련

된 비교 과정에 유사성 외에 다른 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하여 비 칭성

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은유  비교에는 어떤 다

른 요인들이 개입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해 우선 일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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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문장의 경험에 한 연구로 잠시 심을 돌려보자.  

2.1.1 비교 문장에 한 심리학  연구

   앞 에서는 유사성 개념이 공허한 개념이 될 정도로 매우 애매하다

는 과 은유와는 달리 칭성을 갖는다는 을 지 하 다. 그런데 이

러한 유사성의 특징은 은유  비교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

으로 사용되는 축자 인 비교 문장에 한 경험을 설명하는 데도 부

합하다. 트베르스키(Amos Tversky)의 유명한 실험에 의하면 두 상을 

비교하는 문장에서 어떤 상이 술어의 치에 오는지에 따라 두 상 

사이에 닮음의 정도가 다르게 단된다.26) 를 들어, 

(1) 클린턴 통령이 네디 통령을 닮았다.

(2) 네디 통령이 클린턴 통령을 닮았다.

와 같은 두 문장을 비교할 때 사람들은 자가 후자에 비해 더 높은 유

사성을 나타내고 더 한 비교 표 이라고 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사성에 한 문장이 이러한 비 칭성을 나타내는 사례는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나폴 옹과 나폴 옹의 상화 사이에 닮음을 표 할 때 

‘ 상화가 나폴 옹을 닮았다’고 하지 ‘나폴 옹이 상화를 닮았

다’고는 하지 않는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경우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표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고 하

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트베르스키는 이러한 상을 설명하기 해 유사성의 조 모델을 제

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두 상의 닮음은 단지 두 상 사이의 공통 

속성만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 치가 부여된 공통 과 차

26) Amos Tversky,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4, 1977,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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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의 계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된다. 이 모델에서는, 컨 , 두 

상이 공유하는 속성들은 동일하더라도 어느 한 상의 차이 이 더 

부각된다면 그 만큼 두 상이 닮았다는 느낌이 감소할 것이다. 트베르

스키의 조 모델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27)

a와 b라는 두 상이 있고 A는 a와 연 된 특징들의 집합, B는 b와 연

된 특징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f는 특징들의 집합을 입력 값으로 받고 

특징들 집합의 ‘ 성(salience)’의 정도를 양수로 산출하는 함수이

다. S는 상들의 을 입력 값으로 받고 그것들의 유사성의 정도를 산

출하는 함수이다. 한 θ, α, β는 각각 가 치를 부여하는 변수이다. 

a와 b 사이의 유사성인 S(a,b)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통해 측정될 수 있

다.

  S(a, b) =  θf(A∩B) - αf(A-B) - βf(B-A)28)

가 치를 부여하는 인수들의 값은 유사성을 단할 때 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a와 b가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를 단해

야 하는 경우에는 a와 b에 동등하게 집 하게 되기 때문에 인수들이 값

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각각의 공통 과 차이 에 동등한 가 치가 부

여되기 때문에 이 경우 유사성에 한 평가는 칭 인 특성을 나타낸

다. 반면 ‘a가 b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해야 할 경우에는 주어의 

치에 있는 a에 더 집 하게 되므로 a만의 특징인 f(A-B)에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αf(A-B)의 값이 증가하고 체 유사성

을 칭  유사성의 경우보다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게

다가 일반 으로 술어로 선택되는 용어는 해당 범주에 두드러진 속성들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술어와 주어의 치를 바꿔서 술어에 

27) Ibid. p. 332

28) 동  피하  해  등식에  집합 A, B 사  “-” (ex., A-B)는 차집합  

미하 , 함수 사  “-” (ex. f(x)-f(y))는 뺄   사용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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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상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두드러진 속성의 수가 많아 이

미 성이 높은 상태에서 주어에 한 으로 인해 가 치까지 높

아지기 때문에 체 유사성의 정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29) 

  우리의 목 을 해서는 (1)과 (2)의 칭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를 공식에 입하여 두 문장이 실제

로 다른 값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이겠다. 클린턴과 네디가 공유하는 

특성들의 함수 f(C∩K)의 값을 3, 클린턴만이 갖는 특징들의 성을 

나타내는 함수 f(C-K)의 값은 2, 네디만 갖는 특징들의 성을 나타

내는 함수 f(K-C)의 값을 4라고 하자. 한 가 치를 나타내는 인수들의 

값은 각각 공통 속성 가 치 θ=10, 주어  가 치 α=5, 술어 가

치 β=3라고 하자. 이 게 할 때 ‘클린턴은 네디를 닮았다’와 ‘

네디는 클린턴을 닮았다’에 한 유사성의 값은 각각 아래와 같다. 

S(c, k) = θf(C∩K) - αf(C-K) - βf(K-C) = 30 – 10 – 12 = 8

S(k, c) = θf(C∩K) - αf(K-C) - βf(C-K) = 30 – 20 – 6 = 4

이와 같이 트베르스키의 조 모델은 닮음이 단순히 공통 속성들 사이

의 계가 아니라 차이 들과 그것들의 성, 그리고 그에 한 가

치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 인 계이며, 그 결과 칭성이 더 이상 성

립하지 않음을 보여 다. 

   이 모델이 비교 문장의 비 칭성에 한 만족스러운 해답이 되기 

해서는 주어의 치에 오는 상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정

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트베르스키는 왜 상이 주어

의 치에 오면 더 큰 가 치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한 이유를 제시

하지 않았다. 트베르스키의 비교 문장 비 칭성에 한 설명은 주어의 

치에 오는 상의 특성에 높은 가 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주어에 높은 가 치가 부여되는지에 한 설명이 없다면 이 

29) Ibid.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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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는 단지 비 칭성을 만들기 해 인 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에 더 높은 가 치가 부여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트베르스키의 조 모델은 비교 문장의 비 칭성 문제를 완 히 

해명한다고 볼 수 없다. 다행히 트베르스키의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답을 라이트만에게서 찾을 수 있다.

   라이트만 등(Lila Gleitman, et al.)은 형식 으로 칭성을 보이는 

문장이 비 칭 으로 느껴지는 상을 경(figure)과 배경(ground)의 

구분을 통해 설명한다.30) 경은 실제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이며 그것의 치, 경로, 방향은 변수로 간주된다. 경과 

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그 변수의 특정한 값이 무엇이냐이다. 한

편, 배경은 경의 치, 경로, 는 방향을 정할 때 기 이 되는 참조 

상이다. 라이트만은 유사성 문장뿐 아니라 동일성 문장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비 칭성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무의미한 단어들을 

동일성 문장에 넣고 어떤 상이 더 유명한지, 더 크고 요한지, 더 동

인지를 묻는 질문에 해, 피실험자들은 주어 치에 있는 무의미한 

단어가 더 동 이라고 단한 반면 술어 치에 있는 무의미한 단어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크고, 유명하고, 요하다고 답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이것은 두 상 사이에 실제로 비 칭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

어  습 에 의해 주어의 치에 오는 상이 ‘ 경’이고 목 어 

치에 오는 상이 ‘배경’이 될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자 거가 건물 에 있다’는 문장은 자

연스럽지만, 동일한 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자

거 에 있다’는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설명을 클린턴-

네디의 사례에 용하면, 우리가 생존 인물인 클린턴을 경으로, 역사

 인물인 네디를 배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계를 바꾸면 부자

연스러운 느낌을 다. 이러한 라이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상 자체

30) Lila Gleitman, et al. "Similar and similar concepts", Cognition, vol. 58, no. 

3, 1996,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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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 칭 이기 보다는 유사성 문장을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두 상을 비 칭 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교 문장에서 비 칭성이 나

타나는 이유는 주어에 나타난 상을 경으로 간주하여 이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경향 때문이다. 즉 비교 문장에 한 우리의 비 칭

인 반응은 비교 상 사이의 닮음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서 주어의 치에 오는 것을 경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심리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유 문장에서 비 칭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은유 역시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문장의 형태를 취하

므로 어느 것이 주어의 치에 오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일으킬 것이

다. 이러한 상은 비교 문장이나 은유 문장이 닮음과 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 칭성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의 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다. 트베르스키의 조 모델은 우리가 ‘A는 B와 유사하다’라는 문장

의 형태로 두 상을 비교할 때 두 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 , 그

리고 어느 상이 문장의 어느 치에 오느냐를 모두 고려하여 단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설명이 은유 문장에도 용될 가능성을 보

여 다. 

2.1.2 비교 문장과 은유 문장의 차이

  지 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두 상을 비교하는 문장을 이해하고 단

하기 해서는 두 상 사이의 공통 뿐 아니라 차이 도 고려해야 하

고 두 상에 한 표 이 문장에서 어떤 문법  역할을 하는지도 고려

해야 한다. 한 이러한 특징들은 은유 문장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과 달리 에 언 된 비교 문장

의 비 칭성에 련되는 요소들은 은유의 비교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불

충분하다. 은유 문장은 일반 비교 문장에서 나타나는 비 칭성뿐 아니

라 불가역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에서 로든 (1) 클린턴- 네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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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경우, 이것을 (2) 네디-클린턴 비교 문장으로 바꾸면 유사성의 

정도는 감소하지만 유사한 공통 속성들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은유는 주어와 술어의 치를 바꾸면, 즉 주제와 매체를 바꾸면, 두 

상 사이에 주목하게 되는 속성들이 완 히 달라진다. 

(3) 고 은 사마귀이다.

(4) 사마귀는 고 이다.

(3)번 은유 문장은 고 이 주제가 되고 사마귀가 매체가 되어 흉측한 

외 이라는 공통 에 주목하게 한다. 반면 사마귀가 주제 치에 오고 

고 이 매체가 된 (4)번 문장의 경우 (3)에서 악된 유사성과는 다른 

유사성에 주목하게 된다.  

   은유에서 이러한 불가역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은유의 경우 공통되는 

속성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이 각 상에서 얼마나 두드러진 

속성인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31) 축자 인 비교의 경우에 공유되

는 속성은 비교되는 두 상에서 공통 으로 한 속성이므로 그 속

성이 어떤 상에 속한 속성인지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은유의 경우는 공통 속성이 술어에 해당하는 상에서는 두드러진 속성

이지만 주어에 해당하는 상에서는 그 지 않다. 즉 은유의 경우 두 

상의 공통 속성이 있더라도 각 상에서 그 속성의 성이 다르다. 

더 나아가 이 성의 차이는 은유  효과의 차이와도 련된다. (3)과 

(4)의 를 다시 살펴보자. (3)에서 술어는 사마귀이고, 보기 흉하다는 

것은 사마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

하여 피부에 난 사마귀를 없애려고 한다. 반면 고 의 경우에는 보기 

흉하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은 아니다. 고 은 고를 목 으로 화

려하고 에 띄게 만들어 진 것이고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아름다울 

31) Andrew Ortony, "Beyond Literal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vol. 86, 

no. 3, 1979.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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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그러나 고 이 주  건물이나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 두드러져 보인다면 피부에 난 사마귀처럼 흉하게 느껴질 수

도 있다. 이것은 고  자체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보다는 주변과의 조

화를 고려했을 때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속성이다. 반면 (4)의 경우 술

어에 해당하는 고 의 두드러진 특징  사마귀와 공유하는 속성은 

에 띈다는 것이 될 것이다. (4)에서 고 과 사마귀가 공유하는 속성

은 이처럼 (3)에서 그것들이 공유하는 속성과 다를 뿐 아니라 두 상 

사이의 속성 불평등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에 띈다는 것은 고

뿐 아니라 사마귀에 해서도 두드러진 속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는 사마귀가 고 처럼 에 잘 뜨인다는 내용을 달하지만 사마귀

에 한 새로운 측면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는 (3)보다 떨어진다. 이처

럼 속성 불평등의 정도가 어들면 은유  효과도 어든다. 

   속성 불평등만으로 모든 은유의 불가역성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 속성이 없는 상들로 구성된 은유에서는 속성들의 성의 차이 

자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를 살펴보자.  

(5) 설리는 얼음 덩어리이다.

(5)에서 설리와 얼음 사이에는 차갑다는 속성이 공유된다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차갑다’라는 속성이 설리에게 용될 때는 심리 인 

속성이고 얼음에 용될 때는 물리 인 온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속

성은 동일한 속성이 아닐 뿐 아니라 같은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설리와 얼음 덩어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물리 인 

온도를 심리  특성과 연 시키는 체계 이고 습 인 유비 계가 성

립하기 때문이다.32) 그리고 이 범주 사이의 유비 계에는 방향성이 있

기 때문에 (5)에서 주어와 술어를 바꾸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리

32) Ibid. p. 169 (Cf. 맨(Nelson Goodman)  다  술어 범주들 사  체계  

 계   한다. 에 한 한  4장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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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물리  온도에 응시키는 습은 있지만 물리  온도를 이

해하기 해 심리  성향에 의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속성을 공유하

지 않는 은유 문장에서의 불가역성은 범주들 간의 유비 계의 일방향

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 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은유에는 일반 비교 문장과는 달리 비

칭성뿐 아니라 불가역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은 두 상 사이에 

일치하는 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즉 공통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속성들이 각 상에서 나타내는 성이 다르기 때

문이고, 일치하는 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속성이 속하는 범주 사이에 유

비 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은

유에 나타나는 불가역성이라는 하나의 상은 비교되는 상 사이에 일

치하는 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인을 갖는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불가역성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설명은 은유에서 비교 상의 속성들

이 개별 으로 비교되는 신 그것이 속한 범주 차원에서 비교된다는 

둘째 설명 방식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33)   

  

   은유가 닮음과 하게 련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부터 알려져 

왔지만 은유를 단순히 닮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은유와 

닮음이 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유에서 진행되는 비교 과정이 단순히 

공통 속성을 악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 까지 살펴본 은유

의 비교 과정에 한 논의들이 심리학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면 다음 

에서는 은유와 비교 과정에 한 철학  고찰을 살펴볼 것이다.   

2.1.3 은유와 비유  비교

33) 에  들  개별  비 지 고  들  포함 는   큰 단

가 상 작용한다는 주장  4장에   살펴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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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았듯이 닮음을 통해 은유를 이해하려는 이론은 가장 오래된 

이론이고 한 때는 가장 향력있는 이론이었지만 닮음만으로는 은유의 

특성들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  가치를 의심받아왔

다.34) 앞 에서 살펴본 심리학  연구들은 은유와 닮음이 무 하기 때

문이 아니라 닮음 이외에 요소들이 은유에 개입하기 때문에 은유를 닮

음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닮음 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앞서 논의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은유에서 비교의 역할을 다시 강조

한 사람이 바로 포겔린이다. 포겔린은 은유에 한 통 인 비교 이론

에서 비교의 개념이 오해되어왔음을 지 하고 은유와 비교의 계에 

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려고 시도하 다. 그는 은유가 직유의 축약된 

형태이며 두 상을 비교하여 닮음을 찾는 것이 은유의 핵심이라는 

통 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통  닮음 이론에는 없는 축자  비

교(literal comparison)와 비유  비교(figurative comparison)의 구분

을 도입하여 기존 이론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은유

는 직유의 축약된 형태이고 은유와 직유는 모두 비유  비교 문장이라

는 것이 포겔린의 주장이다. 이 때, 축자  비교와 비유  비교를 구분

한다고 해서 두 가지 비교가  다른 종류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겔린은 자신의 비유  비교 이론의 강 은 언어의 비유  사용을 축

자  사용과 같은 장치를 통해 설명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축자  비교

에 한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어떻게 비유  비교가 발생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5) 우선 비교 문장이 축자 으로 사용

되는 표 인 경우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비교 문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겠지만 비교 문장의 

주요 기능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압축 인 형태로 달할 수 있다는 것

34) 에 한 비   주장하는 포겔린과 같  가  하 , 거  모든 

 들  비   비 하는 내용  포함하고 다.

35) Robert Fogelin, "Metaphors, Similes and Similarity", Aspects of Metaphor, 

edited by Jaakko Hintikka,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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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A가 B와 유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재 화의 맥락에서 A가 

B의 두드러진 속성들  충분히 많은 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가리킨다. 내가 B에 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A에 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을 때 A가 B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문장이 표

면 으로 달하는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 해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비교 문장은 한 말로 표 할 수 없는 내용을 달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얼굴 생김을 

말로 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말로 묘사하는 신 

상 방이 알고 있는 사람 에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을 언 한다면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역 배우 김소 이 성인 배우 손 진과 닮

았다고 하면 김소 이 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그녀가 어떻게 생겼을

지 짐작할 수 있다. 

   비교 문장은 한 두 상 사이의 닮음  유사성에 주목하도록 하

기 해 사용되기도 한다. 례가 요한 재 에서는 재 사건이 례

의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술 작품

을 감식하는 능력도 이처럼 유사성에 주목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를 

들어, 피카소의 작품에 나타난 앵그르의 주제를 알아보기 해서는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 유사성에 주목하

는 능력은 비교의 정보 달 기능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경우

는 그 강조 이 다르다. 정보 달의 경우 청자는 A에 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B의 두드러진 속성들에 한 지식을 토 로 A에 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때 청자가 A와 B 각각에 해 가지고 있는 사  

정보는 비 칭 이다. 반면 A와 B 사이의 닮음에 주목하기 해서는 청

자가 A와 B 모두에 한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36) 

   비유  비교 문장 역시 축자  비교 문장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달

하는 용법과 닮음에 주목하게 하는 용법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하

36) Robert Fogelin, Figuratively Speaking, Yale University Press, 1988. pp.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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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은유  직유와 같은 비유  비교는 닮음에 주목하도록 하는 용법

의 형 인 사례이다. 닮음에 주목하게 하는 비교의 용법에서 청자는 

두 상 모두에 해 익숙하다고 가정되듯이 은유에서도 이미 알려진 

두 상이 비교된다.37) 하지만 축자  비교와 비유  비교 사이에는 

요한 차이  역시 존재하는데, 그것은 비유  비교의 경우 이미 알려진 

두 상을 비교하지만 그 상들의 두드러진 특성들 사이에서 닮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 에서 ‘ 네디-클린턴’의 를 통해서 

보았듯이 축자 인 비교의 경우에는 두 상 모두에서 공통 으로 두드

러진 특징들을 비교한다. 그러나 ‘사마귀- 고 ’의 처럼 비유 인 

비교의 경우에는 두 상 사이에 공통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없기 때

문에 두드러지지 않은 특징들 에서 공통 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

다. 

   그런데 축자  비교와 비유  비교 사이에 이러한 차이 을 만드는 

요인은 어떤 상을 비교하느냐 보다 어떤 맥락에서 해당 문장이 사용

되느냐와 더 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일한 상을 비교하는 문장이 

사용된 상황에 따라 축자 인 비교 문장이 되기도 하고 비유  비교 문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설리가 추운 겨울 장시간 외출

했다가 돌아왔을 때 설리의 체온을 표 하기 해 (5)를 발화했다면 이

것은 다소 과장된 표 이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물리  온도를 비교한다

는 에서 축자 인 비교 문장으로 간주된다. 반면 (5)가 설리의 심리  

속성에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 문장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설리와 얼음을 비유 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

유  비교 문장은 다음과 같은 생  특성들도 갖게 된다. 

   비유  비교에서는 두 상 사이에 두드러지지 않은 닮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닮음을 찾는 데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

유  비교 문장은 축자  비교 문장과는 다른 수사 인 힘을 갖게 된

다. 비유  비교 문장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청자에게 풀어야할 문제를 

37) 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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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비유  비교 문장이 제시하는 문제에 극 참여해서 그 답인 

닮음을 알아챘을 때 이 비교는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다.38) 비

유  비교 문장 에서도 은유는 직유에 비해 더 큰 수사  힘을 갖는

다. 이러한 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은유가 직

유에 비해 간결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표면 으로 비교 문장임이 

드러나는 직유에 비해 은유는 이러한 표 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청

자 입장에서 닮음을 악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련된 

둘째 이유는 표면 으로 보았을 때 은유 문장은 거짓으로 보인다는 것

이다. 은유 문장으로부터 두 상을 비교하려면 우선 이 표면  독해를 

거부하고 이것이 비교를 함축한다는 것을 악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

하기 때문에 직유보다 더 큰 수사  힘을 갖게 된다.39) 

   정보를 달하는 기능에서도 비유  비교는 축자  비교와 다른 특

징을 갖는다. 축자  비교의 정보 달 기능 에는 말로 표 할 수 없

는 내용을 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 비유  비교 역시 말로 달

할 수 없는 내용을 달하지만, 두드러진 공통 이 없는 상들에 해

서 사용될 수 있다는 에서 축자  비교와 구별된다.40)  

   지 까지 살펴본 축자  비교와 비유  비교의 특징들을 간단히 요

약해 보자. 비교 문장은 ‘A는 B와 같다’라는 단순한 형식을 취하고 

그 자체로는 거의 달하는 내용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맥락에

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풍부한 정보를 달할 수 있다. 비유  비교의 

특징들은 모두 두드러진 유사성이 없는 상을 비교하는 과정과 련된

다. 비유  비교나 축자  비교는 모두 두 상 사이의 닮음에 주목하

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축자  비교는 일상 으로 우리가 공통 을 찾

을 수 있는 두 상 사이의 닮음을 찾는 것이라면, 비유  비교에서는 

일상 으로 공통 을 찾기 어려운 상 사이의 닮음을 찾거나 일상 으

로 닮은 상들로부터 비일상 인 새로운 닮음을 찾아야 한다. 

38) Ibid. p. 92

39) Ibid. p. 27

40) Ibid.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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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은유가 일상  맥락에서는 닮음을 찾기 어렵지만 비일상  맥

락에서는 풍부한 유사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때, 일상  맥락에

서 두 상이 불일치하는 정도와 비일상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사이에는 일종의 함수 계가 성립한다. 비교되는 두 상 사이에서 일

상 으로 일치하는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울수록 비일상 인 맥락에서 

풍부한 유사성을 보여  수 있다. 그러나 두 상 사이의 이질성이 

무 커서 비일상 인 맥락에서도 닮음을 찾기 어렵다면 더 이상 비유

인 비교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41) 일상 인 이질성과 비일상 인 유사

성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은유가 되기 한 한 가지 조

건이 될 수 있다. 

  2.1.2 에서는 은유에서 나타나는 두 상의 불가역성을 설명하면서 

은유  비교는 개별 속성들의 비교가 아니라 개념이나 범주와 같은 체

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장을 소개하 다. 그러나 포겔린은 은유

에 이러한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개입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것은 은유의 핵심 인 특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은유의 주된 힘은 두 개의 구분되는 축자  담화 역 사이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은유들 자체의 상호

작용에서 온다.42)

[아무도, 심지어 비조차도, 그 게 작은 손을 갖지 않는다.]43) 

이 행의 의의는 주로 이러한[기상학  술어 체계와 해부학  술어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는 은유 공간의 윤

곽에 의해 고정된다.44)

41) Ibid. p. 106

42) Ibid. p. 107

43) 원  [nobody,not even the rain,has such small hands], e. e. cummings  

somewhere i have never travelled,gladly beyond  마지막 행

44) Robert Fogelin, Figuratively Speaking, Yale University Press, 1988.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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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 따르면, 은유에서 개념 역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는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은유에서 작용하는 닮음의 기 을 결정하

는 것은 아니다. 포겔린이 강조하는 것은 은유에 의해 형성되는 비일상

인 맥락이다. 때로 ‘은유 공간’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러한 비일상  맥락에서는 새로운 닮음의 기 이 작동한다. 은유의 핵

심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닮음의 기 을 제시하거나 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두 범주를 응시키는 것만으로 획득될 수 없다.45)

   포겔린이 지 한 로 두 역의 상호작용은 은유의 비교에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비일상  닮음의 기 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안으로 제시한 ‘은유들 자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은유 공간’이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조건의 타당성을 단하기 

어렵다. 이 에서는 은유와 련된 비교 과정에서는 개념 범주의 상호

작용뿐 아니라 비일상 인 맥락  요소가 작용하여 새로운 닮음의 기

을 만들어낸다는 충안을 잠정 인 결론으로 남겨두고 은유의 비교 과

정과 련된  다른 탐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다.46)

2.2 비교의 상

   앞  2.1에서는 은유에서 작동하는 비교 과정의 특징에 해 알아

보았다. 은유  비교는 축자 인 비교와 달리 개별 속성들이 응되는 

신 개념 범주  속성들의 구조가 응되고 객 으로 두드러진 공

통 을 찾는 신 비일상 인 새로운 닮음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설

명은 은유의 비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략 인 틀을 보여주지만 실제 

비교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련되는지에 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45) Ibid.

46) 포겔린   공간  직  들  계  통해 만 는 타  

역  술하고 는 ,  는 개  역  상 작용  본격  다루는 4

장에  다시 검토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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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지만 은유의 비교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련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은유의 비교 과정과 이 때 작동하는 비일상  닮음의 기 에 

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에서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 련되는 요소로 제안된 상들을 검토해보고 이  은유의 비

교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개입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2.2.1 지시체의 비교

   은유에서 비교되는 상으로 가장 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유 

표 이 가리키는 지시체이다. 지시체가 비교의 상이라면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두 상 사이의 닮음을 찾는다는 것은 은유 표 이 가리키는 

지시체 사이의 닮음을 찾는 것이다. 기 비교 이론가들은 이처럼 은유

의 비교 과정을 지시체들을 비교하는 과정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상에 한 이러한 단순한 근은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시체가 없는 허구  상을 가리키는 표 이 등

장하는 은유이다. 

(7) 설리는 용이다.

(7)에서 용은 실재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 의 지시체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교할 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성

립되지 않는다. 은유에서 비교가 지시체들 사이의 비교라고 하면 은유

에는 허구  상을 가리키는 표 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47) 

  지시체 비교 이론의  다른 문제는 상의 실제 속성이 아닌 사회 

통념 으로 인정되는 속성을 이용하는 은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다음은 이러한 은유의 표 인 사례이다. 

47) John Searle, "Metaphor",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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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처드는 고릴라이다.

동물학자들이 고릴라를 연구한 결과 고릴라는 실제로 수 음이 많고 

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8)이 리처드와 고릴라 사이의 닮음

에 근거한다면 이 은유는 리처드가 수 고 민하다는 내용을 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고릴라 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고릴라가 사납

고 난폭하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8)을 사용하여 리

처드가 사납고 난폭하다는 내용을 달한다. 지시체 비교 이론은 실제 

상의 속성과 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한 지시체 비교 이론은 앞에서 로 든 (5)와 같이 두 상 사이에 

직 인 닮음이 없는 경우 역시 설명할 수 없다. 

(5) 설리는 얼음 덩어리이다.

앞 에서 보았듯이 (5)는 심리  속성들과 물리  온도 사이의 체계

인 유비에 기 하여 성립하는 은유이다. 지시체 비교 이론에 따라 설리

와 얼음을 직  비교하여 공통된 물리  속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은유에서 의도된 닮음은 그러한 물리  닮음과 무 하다. 즉 지시체 

비교 이론은 서로 다른 두 범주 사이의 체계  유비에 기 한 은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지시체 비교 이론으로는 많은 은유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시체가 은유의 비교 상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

다.48)  

2.2.2 내포  의미의 비교

  

    은유의 비교 과정에 참여하는 상이 단어의 지시체라고 가정할 경

48) Ibid. 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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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은유의 많은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다면 지시체에 한 

안으로 그 표 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들을 가리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단어의 의미가 실제 외부 상이 아닌 

그 상에 한 생각과 련된다고 보는 입장을 내포  의미론이라고 

한다. 내포  의미론을 받아들일 경우 언어 표 이 가리키는 상들이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시체 비교 이론이 설명

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허구  상이 실재하

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해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내포  의미론으

로는 허구  상에 한 표 이 나타나는 은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한 우리는 어떤 상에 해 그것이 실제로 갖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속성에 의존하는 은

유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 범주에 속하는 속성이, 

습에 의하거나 특수한 맥락에서 임시 으로, 다른 범주로 이동할 수 있

다면, 다른 범주에 속하는 상을 비교하는 은유도 설명할 수 있다.49) 

이 에서는 내포  의미를 통해 은유의 작용을 설명하는 비어즐리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포  의미가 은유의 비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은유의 비교 과정을 통해 밝 지는 닮음은 일상 이고 객 인 닮

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다. 언어의 내포  의미가 

비교의 상이라면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여 비일상 인 속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일까? 비어즐리는 이러한 은유의 특성을 설명하기 

해 은유에서 작동하는 두 가지 수 의 의미를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

르면 의미는 심 인 의미(central meaning)와 주변 인 의미

(marginal meaning)로 나뉜다. 심 인 의미에는 그 용어를 용하기 

한 필요조건, 즉 그 용어를 정의하는 속성들이 포함되며, 주변  의미

에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한 맥락에서 그 상에 귀속될 수 있는 

49) 내포  미 에  다  미 범주에 하는 상들 사  비  허용할 수 는

지 여 는 비어 리   비  검토하는 과 에  다 질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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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이 포함된다. 일상 인 표 에서는 심 인 의미가 작동하지만 

은유에서는 주변 인 의미가 작동한다. 이 게 심 인 의미에서 주변

인 의미로 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은유 표 이 심 인 의미 수

에서 논리  립(logical opposition)을 일으키기 때문이다.50)  

   앞에서 보았던 (3)을 다시 로 들면, ‘ 고 ’과 ‘사마귀’는 

심 인 의미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고 은 상품을 선 하기 

해 만들어진 인공물이고 사마귀는 피부에 생기는 이상 조직인데 (3)은 

표면 으로 인공물을 자연  피부 조직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 의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이 문장을 이해 가능한 것으

로 만들기 해 ‘은유  꼬임(metaphorical twist)’이 발생한다. 은유

 꼬임이 발생하면 은유 으로 사용된 표 (일반 으로 상을 수식하

는 표 )은 심  의미의 속성들 신 주변  의미의 속성들을 가리키

게 된다. 다시 말해 ‘ 고 ’과 ‘사마귀’의 심  의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술어에 해당하는 ‘사마귀’는 심  의미가 아닌 주

변  의미를 가리키게 된다. 주변  의미들 에서도 그 상에 해 

안정 으로 사용되는 속성들을 주요한 주변  의미(staple 

connotation)라고 하는데 진부한 은유는 은유  꼬임이 발생할 때 주요 

주변  의미에서 해당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은유이다.51) (3)에서는 

‘사마귀’의 주변  속성들  사마귀에 주로 사용되는 보기 흉하다는 

속성이 채택되므로 이것은 진부한 은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시  은유 는 창조 인 은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요 주변  

의미들 신 주요하지 않은 주변  의미나 잠재 인 주변  의미를 가

리킨다. 잠재 인 의미란 지 은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지만 시  은유

와 같은 특정 맥락에서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을 가리킨

다. 어떤 단어의 주변  의미들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상이 소유하거

50) 러한 리  립  심  미  직  생하거나  용어  들  

간  생할 수 다.

51) Monroe C. Beardsley, “The Metaphorical Twis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22, no. 3, 1962,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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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상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속성들로부터 나온다. 비록 심  의

미처럼 상을 정의하는 속성들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주변  의미를 구

성하는 속성들도 그것이 가리키는 상과 비교  안정 인 계를 형성

하기 때문에 의미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  은유나 창조 인 은

유를 이해하기 해 도입되는 속성들은 일반 으로 그 상과 련되는 

속성들이 아니고 따라서 의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속

성들에 임시로 의미의 자격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비어즐리가 마련한 장치가 바로 잠재 인 주변  의미의 범 (potential 

range of connotation)라는 것이다. 이 범 에 속하는 속성들은 비록 

지 은 해당 단어의 의미가 아니지만 특정 맥락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처럼 창조 인 은유는 주요하지 않은 

주변  의미를 사용하거나 아직 의미가 되지 않은 속성들 ― 잠재  주

변  의미 ―을 이용한다는 에서 진부한 은유와 구분된다.52) 를 들

어, 

(8) 리엣은 태양이다.

를 고려해 보자. 이 은유에서 ‘태양’의 심 의미뿐 아니라 주변  

의미에도 리엣에 용할 수 있는 속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의미들 에서 해당 속성을 찾는 신 ‘태양이다’의 잠재 인 의미들 

 리엣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발견

된 속성은 이 은유가 작동하는 동안 일시 으로 ‘태양이다’의 새로운 

주변  의미로 간주된다.

   비어즐리는 진부한 은유와 시  은유를 구분하기 해 ‘잠재  주

변  의미의 범 ’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시  은유에서 새로운 속

성이 의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많은 문제 을 갖고 있다. 먼  진부한 은유와 시  은유에 

52) Ibid., p. 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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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각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이론의 일 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의미가 아닌 속성에 일시 으로 의

미의 지 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의 일 성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론  토 를 부

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비어즐리는 실제 상의 속성에 의

존하는 지시체 비교 이론을 비 하면서 상들의 속성 신 내포  의

미를 통해 은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하 다. 그러나 비교되는 속성들이 

이미 의미에 포함된 진부한 은유와 달리 새로운 속성들이 비교되는 시

 은유는 기존 의미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상

의 속성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때 상의 속성을 다시 도입함으로서 

비어즐리는 역설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언어  의미를 통해 은유를 

설명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해서는 시  은유를 은유에서 배제해야 하

거나, 시  은유를 은유에 포함하려면 언어  의미로 은유를 설명한다

는 기 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시  은유에서 상의 속성들이 일시

으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언어  의미만으로 은

유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은유 표 의 심 의미들 사이의 논리  립은 비어즐리 이론에서 

은유가 성립하기 한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은유  꼬임이 발

생하지 않는 은유가 있다면 이것은 그의 이론에 한 요한 반례가 된

다. 불행히도 은유  꼬임에 한 반례는 무나 많다. 비어즐리의 이론

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모스크바는 

추운 도시이다’와 같은 문장들은 은유가 될 수 없다. 심 의미들 사

이에 논리  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은 

한 맥락이 주어질 때 비일상 인 닮음에 주목하도록 하는 은유로 

작동한다. 이처럼 은유의 비교 상을 내포  의미로 한정하면 많은 은

유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내포  의미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어떤 닮음에 주목해야 하는지

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어즐리는 은유  꼬임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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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변  의미들  한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그것은 합성 원리(the Principle of Congruence)와 충만성 

원리(the Principle of Plenitude)이다. 합성 원리는 은유에 사용된 단

어에 해 허용할 수 있는 주변  의미를 결정하는 원리로 논리  가능

성과 물리  가능성이 기 이 된다. 즉 은유 문장의 주어와 논리 , 물

리 으로 양립 가능한 주변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한편 

충만성 원리는 합하다고 결정된 모든 주변  의미들이 해석으로 인정

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53) 이 두 단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어와 술

어의 심  의미를 비교했을 때 논리  충돌이 발생하면 술어에서 충

돌이 발생하지 않는 주변  의미를 찾아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

키는 모든 주변  의미가 해당 은유에 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와 논리  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해석

을 허용하는 이러한 기 은 무 포 이기 때문에 은유에서 비교 과

정을 통해 어떤 특정 속성들이 강조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

다. 

   비어즐리가 제시하는 이 두 원리의 한계는 단지 세부 조건들을 보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원리들은 의미론  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은유에서 닮음의 기 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내

포  의미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향을 주기 때문이다. 컨 , 은유

 비교에서 닮음을 악하는 과정에는 정서  요소도 요한 역할을 

한다. 은유  비교 과정에서 정서  요소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은 

다음 에서 구체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지 까지 은유  비교의 상으로 각각 은유 표 의 지시체와 내포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이 두 근법은 모두 은유를 포

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 두 방법의 실패를 통해 우

리는 은유의 비교 상이 지시체나 내포  의미보다 더 풍부한 요소들

53) Monroe C. Beardsley,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1,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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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에서는 닮음을 통해 작

동하는 도상  기호를 도입하여 은유를 설명하는 헨리의 이론을 검토하

면서 도상  기호가 은유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속성들을 제공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2.2.3 도상  기호와 비교

  은유의 이해 과정에서 진행되는 비교의 계기를 지시체의 속성을 통해

서 설명하거나 내포  의미를 통해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만족스러운 설

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이

러한 새로운 해결책  하나로 퍼스(Charles S. Peirce)의 도상  기호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퍼스는 상들을 일차성(firstness), 이차성

(secondness), 삼차성(thirdness)의 세 범주로 구분하는데 기호 역시 이

러한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구분된다. 기호는 표상되는 상과의 계에 

따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되는데, 그  도

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도상은 그것이 단지 그 자신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내는 상을 지시하는 

기호인데 상이 실 으로 존재하건 아니건 상 이 없다. 모든 것은 그것

이 어떤 것과 유사하고 그것의 기호로 사용된다면 어떤 것의 도상이다. 

(2.247)54)

 퍼스에게 일차성은 성질의 범주이며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와 

으로 무 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에 한 념이다.55) 도상은 이러한 

일차성의 범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범주  특징을 고려하여 도상을 다

음과 같이 더 엄 하게 정의할 수 있다. 

54) 해창, 『프래그마티시즘: 스  미  체계』, 한 학 연 원, 2005. p. 141

55) 강미 , 『C. S. Peirce  학 연 : 신미술사  철학  하여』, 울 학  

사학  , 2007  8월,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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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은 그것의 표상  성질이 일차성인 표상체이다. 즉 그것이 상으로

서 갖는 성질이 그것을 표상체로 만든다. 따라서 무엇이든 그것과 유사한 어

떤 것에 한 체물이 될 수 있다. [...] 일차성으로서 기호[즉 도상]는 그 

상의 이미지이며,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오직 념일 수 있다.[...] 가장 엄격하

게 말하면, 심지어 념도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면 도상이 될 수 없

다. 가능성만이 오직 그것의 성질에 의해서 도상이 된다. [...] 하지만 기호도 

도상 이 될 수 있는데 [...] 이것을 가리키기 한 용어가 필요하다면 도상

 표상체는 hypoicon으로 명명할 수 있다. (2.276)56)

도상  기호는 그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지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시하는 상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기호로 성립한다.57) 그 기호가 이미 지시 상

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호 스스로가 자신의 상이 될 수 있고 

기호와 지시 상이 동일하므로 둘 사이의 계를 악해야 하는 해석

자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족 인 도상  기호의 로는 

그림, 지도, 수학 공식, 논리  도식, 상형문자, 도표 등을 들 수 있다. 

   도상  기호가 닮음을 통해 표상하는 기호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비교가 요한 역할을 하는 은유 역시 도상  기호의 일종일 것으로 

측할 수 있고 실제로 퍼스는 은유를 도상  기호로 분류하고 있다.58) 

하지만 그가 정의한 은유 개념은 난해하여 그에 한 해석이 분분하고 

이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다루는 문장 형태의 은유를 지시한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에 퍼스의 은유 이론을 여기서 직  다루는 것은 하

56) Charles 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II, 

edited by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35

57) 강미 , 같  책, p. 94

58) 스는 도상  가 차  나타내는 양태에 라 미지, 다 어그램,  

한다. 미지는 단순 질  갖는 ‘ 차  차 ’ 고, 다 어그램  신  

들  계에 해 다  사  원  계  사하게 상하는 차  차 , 

는 다  사 에 는 평행 계  상함  상체  상  격  상한

다.(CP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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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59) 신 이 에서는 퍼스의 도상  기호 개념을 은유 문장의 

이해 과정에 용한 헨리(Paul Henle)의 은유 이론을 심으로 도상  

기호라는 개념이 은유의 이해와 련된 비교 경험을 앞서 살펴본 은유 

이론들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앞서 논의 했듯이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기본 형식 은유에서 은유

으로 사용된 술어가 매체에 해당하고 축자 으로 사용된 주어는 주제에 

해당한다. 를 들어, 

(9) 인간은 늑 이다

라는 은유는 늑 와 인간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늑 와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키기 한 문장이다. 이 은유에서 ‘인간’은 은유의 주제를 가

리키기 해 축자 으로 사용되고 ‘늑 ’는 주제에 어떤 속성을 부여

하기 해 비유 으로 사용된 표 이다. 헨리에 따르면 은유는 이  

의미 계로 구성된다. 축자 으로 사용된 표 은 그것의 습 인 의

미를 지시하지만 비유 으로 사용된 표 은 그것의 습  의미를 지시

할 뿐 아니라 그것의 도상  기호도 지시한다. 표 이 비유 으로 사용

되었을 때 그 표 은 일차 으로 그것이 습 으로 지시하는 상 

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때 지시된 상이나 상황은 단지 그 표 의 의

미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 자체가 도상 인 기호가 되어  

다른 의미 작용을 한다.60) 즉 (9)에서 비유 으로 사용된 ‘늑 ’는 일

59) 스 신   도상   한  할 뿐 에 한 체  

 시하지  에 스 에  가 어떤  갖는지에 해 는 

스  에 한 연   추  할 수  뿐 다. 실  스가 

에 해 어떤 견해  갖고 었는지, 스  에   상  어떠한 

것 지에 한 는   주  벗어나는 것 므  여  다루지 겠다. 

스   개 에 한 는 Douglas Anderson  “Peirce on Metaphor",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20: 453-468  Michael Cabot 

Haley  The Semeiosis of Poetic Metaphor 참

60) Paul Henle, “Metaphor”, Language, Thought, Cultu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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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으로 습  의미인 늑 를 지시하고, 이 때 지시된 늑 는 유사성

을 통해 인간을 표상한다. 즉 늑 는 닮음을 통해 인간을 표상하는 도

상  기호가 되는 것이다. 

   도상  기호는 닮음을 통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표상한다. 이 때 

닮음이 지각  닮음으로 제한된다면 도상  기호를 도입한 헨리의 이론

은 다시 지시체 비교 이론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실재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을 가리키는 은유 표

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헨리의 이론은 지시체 비교 이론과 

달리 지시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구속받지 않는다. 퍼스는 엄

격한 의미에서 도상  기호는 념이라고 주장하므로 도상  기호는 물

리 으로 구 될 필요가 없으며 도상  기호가 표상하는 상 역시 실

제로 존재하는 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61) 그 다면 실재하지 않

는 상들 사이에서 닮음을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여기서 닮음은 

두 상 사이의 지각  닮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두 상이 공유하는 

단순한 속성이 닮음을 구성할 수도 있고 두 상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계  닮음과 같은 추상 인 계도 닮음으로 인정된다. 를 들어, 원

자와 태양계 사이에는 직 인 닮음은 없지만 원자 구조와 태양계의 

구조 사이에 계  닮음이 성립한다. 지도와 그것이 표상하는 장소 역

시 공유하는 속성은 없지만 계 인 닮음에 의해 지시한다.62) 

   도상  기호를 도입하면 언어  의미로 제한되지 않고 두 상의 속

성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헨리의 이론은 이  이론들보다 유리한 

출발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헨리는 은유에 한 설명에 닮음을 직  

도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닮음이 의도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다. 은유에서 의도된 닮음의 기 을 찾기 한 첫째 

힌트는 도상  기호가 직  나타나지 않고 표 의 습  의미를 통해 

61) 스는 도상   엄격  라고 하고,  엄격  말하  가능

 만  도상  가  수 다고 주장한다. 가능  닌 실체가 는 도

상  에 해 는 hypoicon 라는 별도  용어  사용한다. (CP 2.276)

62) Paul Henle, op. cit. pp.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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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으로 지시된다는 것이다.

(10) 지빠귀가 고무 을 물고 간다

라는 문장을 로 들어 보자. 이 문장에는 ‘벌 는 고무 이다’라는 

기본 은유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언어 표 인 ‘고무 ’이 습

으로 고무 을 가리키는 과정 없이, 실제 고무 이 벌 를 가리키는 도

상  기호로 직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벌 는 고무 이다’라

는 은유 문장을 말하는 신 지빠귀가 고무 을 물고 가는 모습을 직  

보게 하는 경우를 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고무 을 물고 가는 새를 

본 사람은 이 고무 을 벌 로 착각하여 고무 이 벌 를 표상하는 기

호임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즉 고무 과 벌 가 무 닮아서 고무

이 도상  기호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10)

에서와 같이 실제 고무  신 ‘고무 ’이라는 습  기호가 도상  

기호인 고무 을 간 으로 가리킨다면 고무 을 직  보는 경우에 놓

칠 수 있는 고무 과 벌  사이의 닮음을 언제나 악할 수 있다.63) 

   하지만 습  기호를 통해 도상  기호를 간 으로 제시하는 방

법은 도상  기호와 상 사이에 의도된 닮음을 악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상  기호를 통해 악되는 닮음은 은유  비교에 특유

한 닮음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은유의 이해 과정에 련되는 비교 

경험은 객 인 닮음을 찾는 일상 인 비교 경험과 다르다. 도상  기

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상 사이의 닮음은 기호와 상이 어떤 측면에

서 닮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 인 종류의 닮음이다. 고무 이 벌

에 한 도상  기호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무 이 벌 와 색, 형태, 

질감 등의 객 인 측면에서 닮았기 때문이다. 반면 은유  비교 과정

에서 드러나는 닮음은 이 게 객 으로 공유되는 속성들이 아니다. 

   물론 헨리 역시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은유에 선행

63)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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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닮음(antecedent similarity)과 은유로부터 유도된 닮음(induced 

similarity)을 구분함으로써 에서 언 한 비 에 응한다. 은유에 선

행하는 닮음은 에서 설명한 도상  닮음에 해당하며, 은유가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은유 이  단계이다. 도상  닮음을 통해 은유가 성립되

었음을 악한 후에 이 은유를 실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비교되는 

두 상  하나의 상에 한 느낌이 다른 상으로 달되어 그 

상에 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닮음이 유도되는데 이것이 은유에 특유한 유도된 닮음이다. 유

도된 닮음에 해 헨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단순히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느낌이 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

례에서 느낌의 아우라가 다른 사례에 온통 퍼진다.64) 

   유도된 닮음에 한 이러한 기술은 무 비유 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은유  비교 과정에 특유한 특성을 표 하기 해 의도되었거나 불가피

하게 선택한 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 까지 비유  비교는 

체로 객  속성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과정

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속성들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악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객 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겔린은 비교의 주요 기능  하나가 말로 표 할 수 없는 정

보를 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말로 표 할 수 없다고 해서 객 인 

기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두 색

을 비교하는 경우, 각 색의 정확한 명칭과 그 차이 을 말로 표 할 수 

없다고 해서 두 색에 한 비교가 객 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색이  색보다 밝다’라는 문장은 구체 인 색의 명칭과 차이나

는 정도를 명시하지 않고도 두 색을 객 으로 비교할 수 있다. 반면 

헨리가 묘사하는 것과 같이 은유의 특징 인 비교가 한 상황에 한 느

64) Ibid.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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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으로 다른 상황을 물들이는 계라면 이것에 한 객 인 기술은 

어려울 것이다. 즉 의 인용문은 은유의 비교 과정에 ‘느낌’이라는 

주  요소가 깊이 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시의 개념  주제는 충분히 친숙하다. 설명해야 할 것은 [그것이] 느껴지

는 방식이다.65)

   

(10)이 은유가 되는 것은 단지 벌 와 고무  사이의 객 인 닮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무 에 해 갖는 느낌이 벌 에 

달되면서 벌 에 해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다양한 객  닮음 에서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새로운 닮음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은유로부터 느껴지는 정감  효

과는 특히 시  은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음의 은유는 매체

가 주는 느낌이 주제에 달될 때 주제에 해 새로운 정감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을 잘 보여 다. 

(11) 불쾌한 생각이 우울함으로 내 혼을 감싼다.

이 은유에서 ‘감싼다’라는 표 은 우울함이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

고 상을 감싸는 망토나 담요와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코트처

럼 몸에 딱 맞거나 올가미나 덫과 같이 옥죄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무언가를 감싸는 사물의 에서 우울함을 보게 되면서 원래 우울함이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느낌이 부여되고 우울함에 해 생각하는 방

식도 달라진다. 이 사례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느낌이라는 정감  요

소가 새로운 닮음의 기 을 제시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

여 다.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정감  요소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은 

65) Ibid.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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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의미만으로 비교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지 까지 도상  기호를 도입하여 은유의 비교 과정을 설명하는 헨

리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헨리의 이론에서 도상  기호의 주요 역할은 

닮음을 통해 은유  비교 과정에 그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도상  

기호를 통해 제시되는 상은 실재하는 상일 필요도 없고 언어  의

미로 한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헨리의 이론은 지시체 비교 이론이나 내

포  의미 이론에 해 지 되었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도상  기호가 은유의 작용에서 얼마나 

실질 인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지 했듯이 도상  기

호는 은유에 선행하는 닮음을 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때 도상  

기호와 지시 상 사이의 닮음은 객 인 닮음이다. 반면 실제로 은유

에 특유한 닮음은 유도된 닮음을 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이 과

정은 도상  기호의 객  닮음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 즉 도상  

기호는 은유가 성립할 수 있도록 비교될 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이고 정작 은유  비교 과정에서는 닮음을 악하는 데 특별히 기여하

는 바가 없다. 

   도상  기호의 도입 자체가 은유  비교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도상  기호와 그것의 지시 상은 은유  비교 과정에 참여하는 상

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특성은 곧 은유의 비교 상의 특성과 하게 

련된다. 헨리의 이론에 따르면, 도상  기호와 그것의 지시 상 사이

의 닮음을 통해 은유가 성립하고 은유가 성립된 후에는 도상  기호에 

한 정감  요소를 통해 그 지시 상을 물들여서 새로운 유도된 닮음

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지 했듯이 도상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상은 물리  실체가 있는 상이 아니라 일종의 념이므로, 헨리의 

이론에서 은유는 념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 성립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념이라는 것은 무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은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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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념의 특징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상  

기호와 그것의 지시 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언어  의미에 한

정되지 않는 다양한 속성들과 련된다. 우선 은유에 사용된 표 이 어

떤 도상  기호를 가리키는지 악하기 해서는 언어  의미를 이해해

야 한다. 그 다음 이 도상  기호가 어떤 상을 지시하는지 알기 해

서는 도상  기호와 지시 상 사이의 객  닮음을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속성들이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도상  기호와 지시 상 사이의 유도된 닮음을 악

하는 과정에는 이것들과 련된 문화  사회  함의, 개인  연상, 분

기, 느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은유  비교 과정에는 언어  의미에서

부터 정감  속성들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련된다.

   헨리가 도상  기호라는 개념을 은유 이론에 도입한 이유는 은유 이

론이 의미 이론이어야 한다는 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상  

기호는 닮음을 통해 의미 작용에 참여하기 때문에 도상  기호를 도입

한 은유 이론이 의미론  은유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러나 도상  기호가 어떻게 체계 으로 은유  의미와 연결되는지를 보

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결국 매우 포 인 념들의 상호작

용에 한 것이 되고 말았다. 비록 헨리의 이론이 의미론  은유 이론

으로는 실패했지만 은유의 비교 과정에 참여하는 상의 특성을 잘 보

여 다. 결국 헨리가 은유를 의미론 으로 해명하기 해 도입한 도상

 기호는 역설 으로 은유  비교 과정에 참여하는 상이 어떤 종류

의 언어  의미로도 한정될 수 없음을 보여 다.  

   지 까지 언어의 지시체, 내포  의미, 도상  기호를 은유  비교의 

상으로 제시하는 이론들을 살펴보는 동안, 은유의 비교 과정에는 언

어  의미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요소들이 련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개념으로 ‘ 념’이 제안되었다. 념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표상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 념’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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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용어이기 때문에 은유  비교의 상이라는 특정 개념을 표

하기에 합하지 않다. 다음 에서는 은유의 비교 과정이 이미지들 사

이의 작용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서 ‘ 념’을 신할 수 있는 개념을 

모색해 볼 것이다.   

  

2.2.4 심  이미지의 비교

  은유에는 두 상을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비교는 단지 

은유 표 의 언어  의미들 사이의 계라고 볼 수 없다. 은유에 특징

인 비교는 총체 인 에서의 비교이고 여기에 언어  의미뿐 아니

라 정감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총제 인 의 비교는 때로 ‘한 상을 다른 상의 에서 보

도록 한다’고 표 되는데, 여기서 은유는 이미지에 한 지각 경험에 

비유된다. 은유가 이미지와 련된다는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는데,66) 이 에서는 이미지라는 개념이 은유의 비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상이 될 수 있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은유의 특징 인 비교 과정에 언어  의미가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비 하면서 신 지각과 유사한 일종의 심  이미지가 은유에 

심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표 인 이론가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이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데이비슨의 입장을 잘 보여

다.

66)  철학  할 ,  미지  연 시키는 것  랜 역사  가

지고 다. 리스토 스는 가 청 들  에 어떤 것  놓는다고,  “청

가 상  보게 한다”고 말한다. 헤겔 역시  언어  미지라고 하여  

미지  연 시킨다. 러한 통에  는 비감각 거나 추상  어떤 것  

감각 거나 체  상한다고 생각 다. 니체 역시 러한 통에 하는 철

학 라고 할 수 는 , 그는 진리  진리 개  닳  감각  힘  사라진 , 

그림  사라진 동 에 비 한다.  미지  함께 도상  하는 스 역

시  같  통에 한다고 볼 수 다. (Richard Moran, "Seeing and 

Believing: Metaphor, Image, and Force", Critical Inquiry, vol. 16, no. 1, 

1989, p. 89, 주 3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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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은유가 어떤 메시지를 달한다는 생각, 은유가 어떤 내용이나 의

미(물론 축자 인 의미를 제외하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많은 이론가들이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기 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

각할 때,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 는 알려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은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와 련된 어떤 것이다. [...] 물론 은유는 종종 

우리가 에 알아채지 못했던 사물들의 측면을 알아채도록 하고, 놀라운 유

비와 닮음에 주목하도록 하고, 블랙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즈나 격자를 

제공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 상을 보도록 한다. 쟁 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유가 이러한 상에 어떻게 련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다.67)

한 데이비슨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나는 은유가 두 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의미를 갖게 됨으로서 그 

결과를 산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은유는 다른 매개 수단들

(intermediaries)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한다. [...] 그림과 마찬가지로 은유는 어

떤 사실을 의미하거나 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은유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가 알아채게 되

는 것들 부분은 성격상 명제 이지 않다. [...] 군가 지도 의 해안선을 

따라 손가락을 끌거나 피카소의 에칭에 있는 선의 아름다움과 능숙함을 언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에 주목하게 되는가?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목

록에 을 수 있지만 이 목록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목록을 완성한다

는 개념을 분명하게 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실들 혹은 명제들이 달되는가? [ 달되는 사실이]  없

거나, 무한하거나, 아니면 언명할 수 없는 하나의 한 사실? 나쁜 질문이

다. 하나의 그림은 천 마디의 말, 는 그 어떤 수의 말들로도 바꿀 수 없다. 

단어들은 그림으로 환 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다. [...] 은유는 어떤 통찰을 

일으키는 어떤 축자  언명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보게 한다.68) 

67) Donald Davidson, "What Metaphors Mea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61

68) Ibid., p.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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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1) 은유는 무엇을 달하는가? (2) 달되는 것의 특성은 무엇인

가? (3) 은유는 어떻게(무엇을 통해) 그것을 달하는가? 

   첫째 질문에 한 데이비슨의 답변은 은유가 비일상 인 닮음에 주

목하도록 하고 새로운 통찰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데이비슨의 

고유한 견해라기보다는 은유에 한 기존 이론들이 은유의 효과에 해 

설명하는 방식에 동의를 표 하는 부분이다. 둘째 질문에 해 데이비

슨은 직 인 설명을 제시하는 신 그림이나 사진에 한 지각  혹

은 미  경험을 로 들어 간 으로 답변한다. 은유를 통해 산출되는 

효과는 ‘성격상 명제 이지 않기’때문에 언어로 표 할 수 없고 이것

은 그림이나 사진이 달하는 내용을 모두 말로 바꿔 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질문에 한 그의 답변은 그리 명

료하지 않지만, 이 질문에 한 핵심 인 답은 바로 ‘다른 매개 수단

들’이다. 여기서 매개 수단이라는 것은 도 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

이비슨은 이에 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개 수단

의 특성에 한 단서를 그것들을 통해 달된 결과의 특성으로부터 유

추해 볼 수밖에 없다. 즉 매개 수단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가 그림이나 

사진에 한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라면 이 매개 수단은 그림 는 사진

과 유사한 어떤 것이 된다. 그림이나 사진과 유사한 은유의 매개 수단

을 실제 이미지와 구분하기 해 ‘심  이미지’라는 표 을 사용하기

로 하면, 셋째 질문에 한 데이비슨의 답은 심  이미지를 통해 은유

 통찰을 달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심  이미지가 은유  비교 

과정에 개입하는 합한 상인지를 검토해보기 해서는 우선 은유 경

험과 그림에 한 경험 사이에 어떠한 유비 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을 먼  논의한 후 데이비슨에 한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림과 은유 사이에서 성립하는 첫째 유비는 둘 다 그 내용을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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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 히 바꿔 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굿맨은 그림이 달하는 내

용을 말로 완 히 바꿔서 표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

다. 굿맨에 따르면 그림이 언어와 같은 일종의 기호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림이 속한 기호 체계는 언어가 속한 기호 체계보다 훨씬 조 한 형식

과 충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차이는 그림이 

달하는 내용을 언어로 모두 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불가능하게 한

다.69) 은유에 한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보

게 하는 은유의 효과는 은유를 언어 으로 풀어쓰려는 시도를 좌 시킨

다. ‘ 리엣은 태양이다’라는 은유는 단지 ‘ 리엣이 세계의 심이

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태양이 갖는 모든 속성들을 

나열한다고 해도 리엣을 태양의 에서 보는 효과를 다 표 할 수 

없고 그러한 속성들의 나열이 같은 효과를 주지도 않는다.  

   내용을 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은유는 언어보다 그림과 더 유사

하다. 언어를 통해 내용을 달하는 경우 그 내용에 한 특정 태도가 

함께 달된다. 를 들어, ‘철수의 사생활은 지 분하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단언하는 것이고, ‘철수의 사생활은 지 분하지 않다’고 

하면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며 ‘철수의 사생활이 지 분할까?’와 

‘철수의 사생활이 지 분하다고 하더라’는 각각 질문을 하거나 인용

을 하는 것이다. 언어는 해당 내용을 어떤 태도로 달하는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다. 반면 그림의 경우에는 특정 태도를 통해 그 내용

을 달할 수 없다. 그림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달하는 태도와 무 하

게 달된다. 이런 에서 은유는 언어의 사용보다 그림의 사용과 유사

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쟁상 인 민수에 해서 ‘민수는 하이에

나이다’라고 말하는 신 ‘민수가 하이에나일리가 없다’ ‘민수를 

하이에나라고 하던데’라고 말하더라도 여 히 민수를 하이에나와 비교

하게 함으로써 민수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동일한 효과를  수 있

69) Nelson Goodman, Languages of Art, 2nd ed.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6,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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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유의 이러한 특성은 역언법(praeteritio)이 사용된 문장에서 잘 드

러난다. 역언법이란 화제를 일부러 간략하게 말해서 요한 뜻이 숨겨

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사법이다. 

(12) 내가 철수의 추악한 사생활을 들춰낸다면 그를 인신공격한다는 비

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단지...

(13) 내가 민수를 하이에나라고 하면 그를 인신공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단지...

(12)에서는 실제로 ‘철수의 사생활은 추악하다’고 단언하는 신 언

만 하고 화제를 돌려서 철수의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추

측을 하게 한다. 해당 문장을 단언한 것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철수의 사생활이 추악하다는 단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철수는 이 문장

에 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 이처럼 역언

법은 어떤 내용을 단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언하는 척할 뿐

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수사법이다. 즉 역언법은 문장의 사용과 언

의 구분 가능성에 의존하는 수사법이다. 반면 (13)에서처럼 은유를 역언

법 으로 사용하면 해당 문장을 단언하는 척하기보다 민수와 하이에나

를 비교하도록 하여 수사  효과를 얻게 된다. 발화자가 민수를 하이에

나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과 인용 

사이의 긴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문장을 단언하는 척하여 얻는 효

과 신 은유의 비교 효과만이 달되기 때문에, 엄 히 말하면 은유를 

사용한 역언법은 진정한 역언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경우에도 역언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림의 경우에도 사용과 

언 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70) 

70) Richard Moran, "Seeing and Believing: Metaphor, Image, an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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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와 그림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은유에서 비교되는 

상이 이미지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지 비교 이론에 해 치명 일 수 있는 이 반론은 

이미지화할 수 없는 추상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비교 이론이 

은유 일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다음 목에는 이미지로 나타낼 수 없는 추상 개념들이 나타난다.

"the poet's pen gives to aery nothing/ a local habitation and a 

name" (A midsummer night’s dream, V, i)

“시인의 펜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에 그것들이 존재해 있는 장소와 

이름을 부여해주는 것이오.”71)

인용문에 나오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이나 그것들이 ‘존재해있

는 장소’와 같은 추상 개념에 해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불가

능해 보인다. 이미지를 시각뿐 아니라 후각, 각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지화할 수 없다.

  이러한 반론에 해 두 가지 방식으로 답할 수 있다. 첫째는 반론이 

제하고 있는 이미지 개념을 그 로 받아들이고 은유에 사용된 추상  

개념 자체가 이미지화될 수는 없어도 련된 이미지가 반드시 연상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를 들어, ‘aery nothing' 자체를 이미지화할 수

는 없지만 이 표 은 어렴풋한 공기나 기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템페스트』에 등장하

는 공기의 요정, 에어리얼(Ariel)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처럼 

추상  개념 자체를 이미지화할 수는 없더라도 추상  개념과 련하여 

형 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Critical Inquiry, vol. 16, no. 1, 1989, pp. 101-103

71) William Shakespear, A Midsummer Night’s Dream, 수 역주, 출 사, 

1990,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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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개념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72)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추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은유  비교의 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

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심  이미지를 지각의 역으로 축소시켜서 

결국 이미지 비교 이론의 설명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은유의 비교 과정

에 참여하는 상들은 언어  의미로 제한되지 않지만 그 다고 언어  

의미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앞 에서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 은유의 

언어  표 과 련된 문화  사회  함의, 개인  연상, 분 기, 느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이미지를 지각의 

역으로 한정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심  표상들 상당 부분이 제외된

다. 이러한 다양한 표상들을 포함시키기 해서는 의 반론에 해 이

미지 개념을 지각의 역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답변은 첫째 답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것

은 앞서 살펴본 은유와 그림 사이의 유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련된다. 의 논증을 보면 그림과 은유 사이의 유비는 직

이기 보다는 상 인 닮음에 의존하고 있다. 첫째 논증은 그림과 마

찬가지로 은유에 한 경험도 완 히 언어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논증은 언어 표 이 동반되는 태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그림과 은유는 그 지 않다는 에서 은유는 언어 표 보다 그림에 가

깝다는 것이다. 즉 은유와 그림은 본질 인 부분에서 닮았다기보다는 

언어  표 의 주요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는 에서 언어 표 에 비해 

상 으로 그림과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  닮

음에 근거하여 심  이미지를 지각의 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심

 이미지 개념은 심  이미지와 그림 사이의 계가 단지 유비일 뿐임

을 염두에 두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심  이미지를 실제 그림이나 사진

과 같이 생생하고 구체 인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면, 심  이미지

72) 추상  개 과 미지 사  계는 4장 프    참고. 



71

는 임의의 형태들 사이의 공간  기하학  계일 수도 있고, 완 한 

문장은 아니더라도 부분 인 구 이나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련된 

사회  문화  함의, 분 기, 느낌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림과의 유비

를 통해 획득한 심  이미지의 조건은 완 히 언어로 표 될 수 없고 

발화자의 태도가 그 효과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뿐이므로 이 두 조

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심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심  이

미지의 범 가 이 게 확 된다면 더 이상 의 반론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확장된 심  이미지 개념은 어떤 추상  개념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상화된 이미지들 사이의 계에서 나타나는 은유  

효과와 구체 이고 생생한 이미지들 사이의 계에서 나오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데이비슨은 은유의 비교 과정에 참여하여 은유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매개 수단들’, 즉 은유의 비교 상이 그림과 유사한 어떤 것

이라는 단서만을 제공하 고, 지 까지 이 단서를 통해 밝 진 것은 이 

‘매개 수단들’에는 은유  표 과 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유의 비교 과정은 총체 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의 에서 보도록 하는 과정이다. 언어  의미 는 지각  이미지

로 비교의 상을 한정하면 이러한 비교 과정에 련되는 다양한 속성

들과 양상들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비교의 과정에 련되는 요소들은 

비교 표 의 언어  의미, 사회  문화  함의, 개인  연상, 분 기, 느

낌뿐 아니라 임의의 형태들과 이들 사이의 공간  기하학  계들이

다. 은유의 비교 상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심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심  이미지는 지 까지 살펴본 비교 상의 후보들  

가장 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언어  의미는 무 소하고 념은 

무 포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의 비교 상은 심  이미지로 보

는 것이 합하다.

   은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비교가 되는 상은 주제와 매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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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미지로 야한다는 주장에 해, 은유의 비교 상을 이 게 방

만하게 규정하면, 이토록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심  이미지가 어

떻게 닮음의 기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비어즐리와 헨리의 이론에 해 제기되었던, 은유에 특유

한 닮음의 기 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상의 범 를 축소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비교 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비교의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은유의 비교 과정과 그것의 결과를 이

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닮음의 기 을 쉽게 찾기 

해 비교에 련되는 요소들을 임의로 인다면 은유  비교의 과정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닮음의 기 이 

반드시 단일한 원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 까지 살

펴본 비어즐리의 합성 원리와 충만성 원리, 헨리의 느껴진 닮음, 포겔

린의 은유 공간, 데이비슨이 주장한 유사 이미지  특성들은, 비록 개별

으로 닮음의 기 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들 모두 닮음의 기 을 정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지 까지 은유에 특유한 비교의 경험이 일반 인 비교의 경험과 어

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언어  의미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함의, 개인  연상, 정서 등 다양한 요소

들이 은유의 비교 경험에 개입하기 때문임을 보 다.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비교 경험에 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은유를 이해했을 때 어떤 내용을 악하게 되는지

를 직  알 수는 없다. 은유에 한 이해가 단순히 두 상 사이의 비

교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달한다면 이 부분에 

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은유의 내용을 심으

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며 비교 경험과는 어떤 련이 있는지를 집

으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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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장의 결론

   지 까지 은유의 요한 상  경험  하나인 은유  비교 과정에 

해 알아보았다. 은유가 닮음과 련된다는 직 은 단순하고 오래된 

것이지만 이러한 직 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우

선 은유에서 두 상에 한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해서는 일반  비교와 비유  비교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비교에 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 인 비교 문장은 주어에 오는 상과 술

어에 오는 상을 바꿀 경우 닮음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비 칭성

이 발생하지만, 은유 문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닮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닮은  자체가 달라지는 불가역성이 발생한다. 

   은유  비교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

을 수 있다. 첫째, 은유  비교에서는 일상 이고 객 인 닮음이 아닌 

비일상 인 닮음의 기 이 용된다. 이미 알려진 공통 속성을 비교하

는 경우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비일상 인 닮음을 찾기 

해서는 해당 상의 모든 속성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유에

서 비교되는 두 상과 련된 속성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한 상이 갖

는 속성들의 구조가 다른 상이 갖는 속성들의 구조에 향을 주는 방

향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은유  비교에서 불가역성이 나타나는 둘

째 이유이다. 술어에 오는 상의 속성 구조가 주어에 오는 상의 속

성 구조에 향을 주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주어와 술어에 오는 상이 

바 면 주목하게 되는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은유의 비교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한 어떤 요소들이 비교 과

정에 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은유는 언어를 통해 표 되므로 

비교 과정에서 언어  의미가 심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만으로는 은유의 비교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은유는 언어  의미의 층 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측면들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은유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상과 실재하는 상을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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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서로 다른 의미 범주에 속하는 상들을 비교하기도 한다. 

한 상이 실제로 갖는 속성이 아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속성을 기반

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해당 상에 한 느낌을 달하여 닮음을 만들

어 내기도 한다. 언어  의미만으로는 이 게 다양한 요소들이 련되

는 은유  비교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은유의 비교 과정은 때로 이미지의 비교와 유비되기도 한다. 은유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완 히 언어로 표 할 수 없고 내용을 

달하는 태도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에서 언어보다는 그림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비의 한계 역시 지 되어야 한다. 은

유와 그림은 본질 인 에서 닮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은유와 그림

의 유비 계를 통해 은유 경험을 지각 경험의 범 로 한정하는 것은 

부 하다. 심  이미지를 지각의 역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

는다면 이것은 한 은유의 상이 될 수 있다. 은유의 비교 상은 

언어  의미와 이미지의 어떤 측면을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

고, 그 밖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심  요소들이다. 

   은유의 비교 과정이 일반 인 비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비

교에 어떤 요소들이 련되는지 밝 졌지만 은유의 비교 과정을 완 히 

악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특

정한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지 여 히 베일에 가려져있기 때문이다. 비

어즐리, 헨리, 포겔린, 데이비슨이 각각 제시한 기 들은 이러한 특정 

닮음의 기 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은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역시 닮음의 기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은유가 두 상을 비교하여 닮음을 악하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직

에서 출발해서 지 까지 밝 진 은유의 비교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이 게 복잡한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개입되는지는 어렴

풋이 알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 어떻게 상을 새로운 에서 보게 되

는지는 여 히 불분명한 채로 남겨져 있다. 하나의 상을 다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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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으로서 새롭게 발견되는 닮음이라는 것은 은유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이고 은유가 달하는 내용과도 하게 련되기 때문에 이

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탐구될 주제가 될 것이다. 

   3장에서 본격 으로 은유  의미를 다루기 에, 은유는 축자 인 

의미 외에 어떤 의미도 달하지 않는다는 데이비슨의 주장에 한 반

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유에 비교가 작동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온 것만큼이나 은유가 특정한 내용을 달한다는 

직 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가 축자  의미 외

에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는 데이비슨의 주장은 매우 논쟁 인 

것이다. 지 까지 심  이미지에 한 논의는 은유의 비교 과정에 참여

하는 상의 특성을 밝히기 한 것이었고 이것이 의미의 달과 련

되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들은 은유가 어떤 내

용도 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첫째, 은유  효과만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정할 경우 설명하기 어려

운 사례들이 있다. 에서 역언법의 를 들 때 은유는 그것의 내용이 

아니라 비교의 효과를 통해 수사  힘을 발휘한다고 언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은유가 내용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은유의 효과에 내용이 없다는 주장과 은유 체가 내용을 결여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인간은 섬이다’라는 은유를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도 인간을 섬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

는 은유의 비교 효과는 동일하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은 섬

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하고 ‘인간은 섬이다’를 

사용하는 것은 부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은유가 단지 비교의 

효과만을 달하고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비교가 진행

되는 이 두 문장  하나만 하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

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문장에 동의하는 

이유가 인간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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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이 은유를 제 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에 한 방식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그것의 문자 그 로의 의

미가 아니라 다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된다.

   은유의 내용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다른 이유는 은유  비교의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을 섬의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모든 인

간의 특징들을 모든 섬의 특징들과 비교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둘 사이의 특정한 닮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때 닮음의 기 을 찾

을 수 있는 요한 근거로 은유의 제작자가 가지고 있었을 믿음을 고려

해 볼 수 있다.73) 물론 은유가 달하는 모든 내용이 은유의 제작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에 한 특정한 측면을 선별할 때 

그의 믿음을 고려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은유의 제작자는 자신

이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특성을 하게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해 고민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그러

한 특성이 섬의 어떠한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과 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은유를 구성한다.74) 이러한 믿음은 은유의 토

가 되고, 은유에 한 이해가 옳은지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하므로 은유에 의해 달되는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

다. 은유 체를 고려하지 않고 은유의 비교 효과 차원에만 주목하여 

은유가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을 섬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는 과정이 요하고 이 과정 자체에는 

달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유가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

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은유가 축자  의미 외에 내용을 

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한 이러한 반례들을 염두에 두고 3 장에서 

은유의 의미와 이해에 련된 문제들을 고찰해 보자.

73) Richard Moran, op. cit. p. 106, pp. 108-9

74)   작가가 견하는 간과  사  닮  헨리  에  에 행하는 

닮 에 해당하는 것  볼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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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유와 의미

   2장에서 검토했던 은유에 특유한 비교 경험은 사회 문화  함축, 개

인  연상, 분 기, 느낌들이 개입하는 일종의 심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 경험은 은유의 이해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은유

는 이러한 심  상태만으로 완 히 해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은유에 

해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  상태 자체에 한 동의나 거부라기보다는 은유가 갖는 

명제  내용에 해 취할 수 있는 태도이다. 비교의 과정이 은유의 가

장 핵심 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은유에 한 평가의 상이 비교 과

정 자체가 아니라 은유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은유의 내용은 어디서 구

해야 하며, 비교 과정과 은유  의미의 계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장에서는 은유  의미에 한 일련의 연구들

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한 답변을 모색해볼 것이다. 

   이와 련하여 은유가 달하는 내용에 해서 구체 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은유의 내용을 언어로 표 할 수 있는가? 

은유의 내용에 해 진  여부를 단할 수 있는가? 은유 문장으로부터 

은유 내용을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비교 

과정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 이제 비교 과정

과 은유  의미에 한 가장 단순한 이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은유  의

미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3.1 비교 이론

   은유의 내용에 한 비교 이론은 비교 과정 자체로부터 은유의 내용

을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은유의 이해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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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교 경험의 주된 특징이 두 상 사이의 특정한 닮음을 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은유의 내용도 이러한 주된 특징과 하게 련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은유의 내용에 한 최 의 고민은 바로 이

러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최  은유 이론가들은 은유가 달하는 

내용이 바로 은유의 특정한 닮음에 한 것이라고 보고, 은유는 축약된 

형태의 비교 문장이라고 설명하 다. 은유가 축약된 형태의 비교 문장

이고 이 비교 문장은 문자 그 로의 의미를 달한다고 할 때, 은유 문

장의 의미는 바로 비교 문장의 축자 인 의미가 된다. 를 들어, 다음

의 은유 (1)이 달하는 내용을 문자 그 로 표 하면 (1-1)이 된다.

(1) 리엣은 태양이다.

(1-1) 리엣은 태양과 유사하다.

이 게 은유가 두 비교 상의 닮음을 단언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은

유  닮음과 내용의 계를 매우 단순하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그 장

과 단 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이 이론의 장 은, 은유 문장으로부

터 은유  의미를 체계 인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에서 

‘태양이다’를 (1-1)과 같이 ‘태양과 유사하다’로 바꾸면 (1)의 내용

이 문자 그 로 드러나듯이, 표면 으로 동일성을 단언하는 것처럼 보

이는 은유 문장을 유사성을 단언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은

유 문장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은유에 한 체계 인 의미론을 제시할 

것 같던 이 장 은 방 한계를 드러낸다. 은유 문장 에는 이 게 단

순한 방식을 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2) 정부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를 유사성을 단언하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우선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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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악해야 한다. (2)에서 비교 상을 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둘 사이의 닮음을 단언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2-1)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자동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

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때 (2)를 (2-1)로 바꾸는 과정은 (1)을 (1-1)로 바꾸는 과정과 

같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다. (2)로부터 (2-1)을 도출하려

면 이미 (2)의 내용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하고, (2)에서 명시 으로 

표 되지 않은 내용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이

러한 과정은 단순하지도 않고 규칙에 따른 체계 인 변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75) 따라서 비교 이론이 은유 문장의 내용을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장 은 사라진다. 

   비교 이론의  다른 장 은 부분의 은유 문장이 축자 으로는 거

짓이지만 참인 내용을 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미오가 (1)을 발화할 때 우리는 로미오가 거짓말을 하

거나 명백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발화를 

통해 참인 내용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두 상도 어떤 

에서는 닮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1-1)은 언제나 사소하게 참이 된다. 

따라서 축자 으로 거짓인 은유 문장이 실제로 달하는 내용이 유사성 

문장과 같다면 은유 문장이 달하는 내용도 사소하게 참이 되므로 은

유 문장이 참인 내용을 달한다는 우리의 직 을 설명할 수 있게 된

다. 하지만 이 장  역시 곧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은유가 달하는 내용은 거짓이 될 수 없다. 

어떤 것이든 두 상이 닮았다는 주장은 언제나 사소하게 참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유를 통해 단언된 내용을 거부하고 부정

하는 경우가 있다. 로미오가 (1)을 발화할 때 다음과 같이 이 문장에 반

75) Stephen 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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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리엣은 태양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어린 

여자애일 뿐이다. 로잘린이 진정한 태양이다.

은유가 항상 참인 내용만을 달한다면 그것에 한 부정은 거짓이 되

어야 하지만 (1)을 부정하는 (1-2) 역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한 은유가 단지 두 상 사이의 닮음을 단언할 뿐이라는 주장은 

은유 문장이 달하는 구체 인 내용을 알려  수 없다. 은유 문장이 

두 상 사이의 닮음을 단언한다고 하더라도 두 상 사이에는 다양한 

측면의 닮음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한 비교 이론은 닮음이 세분화되어 

다른 내용을 달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는 (1)에서 리엣이 태양과 어떤 측면에서 닮았다고 간주되는지에 따라 

(1)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1-3) 리엣은 태양이다. 리엣은 태양과 같은 숭배의 상이고 베로

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이다. 리엣에 비해 로잘린은 생기가 없

는 달에 불과하다. 나(로미오)의 하루는 리엣으로 시작해서 리엣으

로 끝난다. 

(1-4) 리엣은 태양이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이 멀고 화상을 입듯이 

리엣을 가까이 하는 것은 험하다. 태양이 항상 변함없이 뜨고 지듯

이 리엣은 단조로운 베로나의 사회 생활에 갇  있다. 늘 변화하고 

매력을 잃지 않는 달과 같은 로잘린에게 심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이다.76) 

76) Elisabeth Camp, Saying and Seeing-as: The Linguistic Uses and Cognitive 
Effects of Metaphor, Doctorial Dissertation in the U. C. Berkeley, 200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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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은유의 내용이 단지 두 상이 닮았다는 사실만을 달할 뿐이라

면 (1)은 항상 같은 내용을 달할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새롭

게 알게 되는 것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을 들었을 때, 

맥락에 따라, (1-3)과 같이 로미오에게 리엣이 얼마나 아름답고 요

한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고, (1-4)와 같이 리엣은 그  평범한 소녀

일 뿐이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단순 비교 이론은 은유의 구체 인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

인다. 

   비교 이론의 장 으로 보 던 단순성과 규칙성은 결국 설명의 빈약

함이라는 더 큰 단 을 드러냈다. 이 게 두 상이 비교된다는 사실이 

은유의 내용 자체를 구성한다는 비교 이론의 주장이 실패한 이후 은유

의 내용에 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첫째 방향은 은유

의 내용을 비교 과정에서 찾는 신 은유 문장에서 언어  규칙을 통해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서로 상반된 결론

에 도달하 다.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의 경우 은유 문장으로부터 

의미론  규칙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은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은유

는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써얼(John 

Searle)은 은유 문장으로부터 은유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일련의 규

칙을 제공하고, 은유의 내용이 이러한 규칙에 의해 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들의 주장은 아래에서 각각의 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비교 이론의 실패는,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비교 과정을 더 구체

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블랙(Max Black)

은 은유 표 과 련된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일종의 비교 과정

을 통해 은유의 내용이 어떻게 악되는지를 설명하여 단순 비교 이론

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 다. 하지만 블랙은 은유의 내용이 일정

한 규칙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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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단순 비교 이론에 반발하는 이 새로운 이론들이 은유  의

미와 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자.

3.2  은유  의미의 거부

 

 비교를 통해 닮음을 악하는 과정은 은유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인

데 이 과정에서 은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은유  의미라는 것은 

애 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비교 과정 자체에서 은유  의

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른바 ‘은유  내용’이라는 것은 독자 으

로 존재하는 은유  의미가 아니라 단지 비교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

는 일련의 심리  상태들을 지칭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각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은유  의미에 한 데이비슨의 태도를 잘 요약하고 있다. 

2장에서 보았듯이 데이비슨은 두 상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은유의 핵심 인 경험이고 이것은 언어  수단으로 표 될 수 없는 종

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교의 효과로부터 은유  의미를 찾을 수 없

다면 신 은유 문장으로부터 직  은유  의미를 악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이 가능성 역시 부정한다. 데이비슨

에 따르면, 

은유는 그 단어들을 가장 축자 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을 의미하며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77) 

[은유 이론들의] 주된 실수는 은유가 그것의 축자  의미와 더불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78) 

데이비슨이 은유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언어  의미에 한 그의 

77) Donald Davidson, “What Metaphors Mean”(1978),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45

78) Ibid.,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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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입장에 근거한다. 의미에 한 그의 철학  입장에 따르면, 문장

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미론  규칙을 통해 도출되는 그 문장

의 축자  의미뿐이며, 이러한 규칙에 의하지 않은 것은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데이비슨이 은유  의미를 부인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데이비슨의 의미론은 경험에 토 를 둔 체론  의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진리 조건이 체 의미들의 정합성과 경험과의 일치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데이비슨은 언어의 각 표 에 의미

를  수 있는 이론이 되기 해서 의미론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의미론은 각 개별 표 들

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이론이 될 것이다. 를 들어, “소크라테

스”라는 표 이 소크라테스를 가리키고 “철학자이다”라는 표 은 철

학자임이란 속성을 가리킨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크라테스”와 “철학자이다”라는 개별 표 의 의미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 들이 결합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복합 

표 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개별 표 의 의

미로부터 복합 표 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데 

개별 표 들이 결합되는 방식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이

론은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 개별 표 이 결합될 수 있는 모든 가능

한 경우에 해 일일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이

론은 의미 이론으로 가치가 없다. 이러한 무한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방법으로, 게는 “철학자이다”와 같은 술어가 채워지지 

않은 표 이고 상이 이 부분을 채움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와 “철학자이다”

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 의미론에

서 발생하는 무한퇴행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이러

한 방법이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단지 문제가 있음을 표시할 뿐이라고 

비 한다. 술어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비유  표 이 의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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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79)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의미론을 구축하기 해 데이비슨은 

우선 개별 표 들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에 체계 으로 기여

함으로써 의미에 개입할 뿐 개별 으로는 의미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에서 언 한 단순 의미론과 같은 무한퇴행 문

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을 확장하여 문장에 용하면, 문장 

역시 개별 으로 의미를 갖는 신 체 언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통

해 의미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0) 이러한 체론  입장은 

해당 언어에 나타나는 모든 표 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조합성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를 함축

한다. 조합성 원리는 우리가 유한한 어휘와 유한하게 진술된 규칙을 통

해 무한한 언어 표 들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합한 원리이다.81)

데이비슨은 이처럼 체론  의미론을 가정한 후, 각 문장에 체계

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합한 의미론의 모델을 모색한다. 우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론의 형태는 ‘s means m' 는 ‘s means 

that p'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에 나타나는 각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포함된 ‘mean'과 ‘mean that'과 같

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렵

79) Donald Davidson, "Truth and Meaning",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7.

80) Ibid. p. 22.

81) 합  원리  만 시키는  다 과 같  질 에 답  할 수 다. (1) 연언

어  사용하는 들  한한 능  고 할 , 들  잠재  한한 장

들  해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2) 연언어 사용 들  에 한 도 들어본 

 없는 장  해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3) 연언어  학습하는 것  어

떻게 가능한가? 

  미  (1) 그  직 한한 수  공리들  고 (2) 미  주는 리는 

장  미   드러내는 식  러한 공리   하여 산출 는 

경우, 직 그러한 경우에만 다. (Alexander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2nd ed.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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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의미를 설명하기 해 다시 의미를 도입하는 순환에 빠질 뿐

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각 표 에 의미를 주는 정리는 의미 개념이 개

입되지 않은 용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리

가 바로 아래와 같은 타르스키의 규약 (T)이다.82) 

(T) S is true iff p.83)

타르스키의 이러한 (T) 규약은 상 언어에 있는 모든 문장 S에 해 

(T) 정리를 회귀 으로(recursively)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 으로써 데

이비슨이 요구하는 의미론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의미와 같은 내포

 용어 신 참에 한 정의를 통해 상 언어의 모든 문장에 의미를 

주는 정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원래 타르스키의 규약 (T)는 자연언어가 

아닌 형식 언어에 한 것이었고 그 목  역시 자연언어에 의미를 주기 

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를 통해 참 개념을 의미론 으로 정의하

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이러한 타르스키의 작업이 참 개

념을 더 분명하게 해명하는지 여부보다는 참에 한 의미론  개념이 

의미에 한 강력한 이론을 마련할 수 있는 토 가 될 수 있다는 에 

주목했다. “한 언어에 해 참의 의미론  개념을 아는 것은 한 문장

이 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결국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84) 타르스키의 진리 이론은 참 개념을 정의하기 

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자연언어가 아닌 형식 언어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언어를 한 이론이 되기 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타르스키는 두 문장의 의미의 동일성을 통해 참을 정의하지만 데이

82) ‘s means that p' 신 ’s is true iff p' 태  리가 합함  보 는 비슨

 변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2nd ed. pp. 280-2 참 . 

83) 여  S는 해  상  는 언어에   장  고 p는 해  수

행하는 언어에  S  역한 장 다.

84) Davidson,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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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슨은 참 개념을 통해서 두 문장의 의미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즉 타르스키는 양변에 동일한 의미의 문장이 와야 하지만 데이비슨은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 오면 조건이 만족된다. 이 때 데이비슨에

게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임의의 문장 S에 해 (T) 정리를 회

귀 으로 산출하는 두 이론 T1과 T2가 있을 때, (Ts*)와 같이 잘못된 의

미를 산출하는 T2를 제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Ts) “snow is white” is true iff snow is white. 

(Ts*) “snow is white” is true iff grass is green. 

타르스키 이론에서는 좌변에 한 올바른 해석이 우변에 와야 하는데 

(Ts)에서 우변의 snow is white는 “snow is white”에 한 올바른 해

석이지만 (Ts*)에서 grass is green은 “snow is white”에 한 올바

른 해석이 아니므로 이 게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는 이론은 제거된다. 

이 게 타르스키의 이론에서는 (Ts*)와 같은 정리를 산출하는 진리 이론

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참 개념을 통해 의미를 정

의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나 해석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알 수 없다면 grass is green이 “snow is white”에 

한 잘못된 해석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Ts*)와 같이 잘못

된 해석을 포함하는 이론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게 잘못

된 해석을 포함하는 이론을 걸러내기 해서는 참 이외에 다른 기 이 

요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데이비슨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비의 원리’에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체론  의미론이라는 기 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즉각

인 해결책인 ‘자비의 원리’에 호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의미는 단지 문장과 그것에 해당하는 사실의 응만으로 결정되지 않

는다. 어떤 문장이 그 사실에 한 문장이 되기 해서는 그 문장이 그 

사실에 응된다는 것을 알고 그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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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이 하얄 때 철수가 “snow is white”라는 문장을 말했다

는 것만으로 이 문장이 이 하얗다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이 문장

이 의미를 갖기 해서는 이 문장을 사용한 철수가 이 하얗다는 믿음

을 가지고서 “snow is white”라는 문장을 발화해야 한다. 철수가 이러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흰 이 있고 그가 “snow is white”라

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 불과할 것이

다. 이처럼 참, 믿음, 의미는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화의 의미를 알기 해서는 그것에 응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문장의 발화자가 그러한 사실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알

아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발화의 진리치를 알고 발화자의 믿음을 

안다면 해당 발화의 의미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Ts*)와 같은 잘못

된 이론을 걸러낼 수 없었던 것은 데이비슨의 의미론이 경험  증거만

을 이용할 수 있는 철 히 외연  의미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화자의 믿음을 추가로 알 수 있다면 경험  증거와 이 믿음을 통해 문

장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잘못된 이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먼  어떻게 발화자의 믿

음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발화자의 믿음을 알 

수 없다면 여 히 문장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고, 잘못된 해석을 걸러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발화자가 우리와 같은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자

비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용하면, 우리는 이 하얄 때 “snow is white”라는 믿음을 갖고, 잔디

가 녹색일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듯이 철수도 그러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Ts*)와 같은 정리를 제거할 수 있다.85)

  그러나 자비의 원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믿음이라는 심  상태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경험에 근

거한 외연  의미론이라는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믿음을 도입

85) Miller, Ibid. pp.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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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외연  의미론의 

원칙을 엄 하게 지키려면 (T) 정리를 산출하는 의미론은 오직 진리치

만을 이용하여 작동해야 한다. 믿음을 도입하는 방식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데이비슨은 믿음을 도입하지 않고도 잘못된 해석을 산출하는 이

론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즉 문장에 한 해석이 체 

언어와의 계를 통해 결정되는 체론이라는 기 을 이용하여 문제 상

황을 해결할 수 있다. 

   체론  의미론에서는 개별 표 의 의미가 다른 표 들의 의미와 

독립 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Ts*)와 같이 문제가 있는 정리를 

산출하는 이론은 다른 곳에서도 문제 있는 정리를 산출할 뿐 아니라 

(T) 규약을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를 들어, 철수가 녹색 

잔디에 있을 때 마침 이 내려서 철수는 잔디가 녹색이라는 믿음과 

이 하얗다는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가 

“snow is white”라고 발화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발화 맥락에서

는 이 하얗다는 것도 참이고 잔디가 푸르다는 것도 참이며 철수 역시 

두 가지 믿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화는 이 희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잔디가 푸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즉 자비의 원리만으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비슨의 이론에서 문장의 의

미는 개별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장들과의 계 속에서 

결정된다. 한 이러한 체론  의미론은 조합성을 만족시키므로 문장

의 일부 표 을 동일한 진리 조건을 갖는 다른 표 으로 바꿀 경우에도 

진리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Ts)와 (Ts*)의 양변에 술어 부분을 각각 

"falls from the sky”로 바꾸더라도 문장의 진리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의미론 T1과 T2는 각각 아래와 같은 (T) 정리를 갖고 있

을 것이다. 

(Tf) “snow falls from the sky” is true iff snow falls from the sky 

(Tf*) “snow falls from the sky” is true iff grass falls from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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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조합성 원리에 따라 바  발화에서 snow falls from the sky는 

참이지만 grass falls from the sky는 거짓이다. 따라서 (Ts*)와 같은 정

리를 산출하는 이론 T2는 (Tf*)와 같은 불합리한 정리도 산출하기 때문

에 올바른 의미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게 데이비슨은 자비의 원

리와 체론을 통해 심  내용과 의미에 직  개입하지 않는 의미론을 

구축하게 된다.86) 

이처럼 데이비슨의 의미론은 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표

의 의미만 개별 으로 변경될 수 없고, 믿음과 같은 심  태도에 근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 한 발화자의 이나 해석에 의해 

의미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다. 즉 이러한 의미론은 문장이 사용되는 맥

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유 으로 사용된 표 은 사용된 맥락에 따라 일반 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고, 발화자의 이 달라지면 그 해석도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

낸다. 를 들어, 다음 문장들에서 “태양이다”라는 표 에 한 해석

을 보자.  

(Ta) "태양계에서 가장 큰 가스 덩어리는 태양이다“ is true iff 태양

계에서 가장 큰 가스 덩어리는 태양이다.

(Tb) “ 리엣은 태양이다” is true iff 리엣은 태양이다. 

(Ma) “ 리엣은 태양이다” is true iff 리엣은 생명의 근원이다. 

(로미오가 발화한 경우)

(Mb) " 리엣은 태양이다" is true iff 리엣은 가까이 하기 험한 

존재이다. (머큐시오가 발화한 경우)

(Ta)에서 ‘태양이다’는 문자 그 로 태양을 가리키고 경험 으로 증

명될 수 있는 참인 문장이다. 반면 (Tb)는 경험 으로 증명될 수 없는 

86) Ibid. pp. 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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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인 문장이다. 리엣은 말 그 로 태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태양이다’가 은유 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표 에 한 은유

 해석은 (Ta)와 (Tb)와 같은 기존의 축자 인 의미의 체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동일한 표 이 발화된 맥락과 발화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달하기 때문이다. (Ma)와 (Mb)는 동일한 언어 표

이지만 로미오의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머큐시오의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에 따라 리엣에 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리엣과 

태양을 찰해서 어느 것이 참인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즉 은유 표

과 내용의 계는 체론  의미론의 특성인 조합성 원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외연  의미론의 특성인 경험  검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

비슨의 의미론에서는 은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87)

   데이비슨이 보기에 언어  의미에 한 이론이 진정으로 설명력을 

갖기 해서는 단어나 문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계없이 

그것들의 의미에 한 일반 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은유  는 비유  의미를 가정하거나 특수한 종류의 시  는 은유  

참을 가정하는 것은 은유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들이 은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가 

그것들을 설명한다. 일단 우리가 은유를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악한 것

을 ‘은유  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은유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

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은유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수면제를 먹으면 왜 잠이 오는지에 한 질문에 수면제에는 수면유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축자  의미와 축자  진리조건은 특

87)  그  참과  참  하여  미 역시 진리 건 미  

건  만 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다. 러한 주장에  (Ma)  (Mb)는 모  

‘“ 리엣  태양 다” is metaphorically true iff 리엣  metaphorically 태양

다’  므  진리 건 미  합  건  만 시키는 것처럼 보

다.(Elgin, With Reference to Referenc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pp. 65-68) 그러나 러한  미  참과 축  참   하고 

 에  진리 건 미 에  미가 합하지 다는 것  역

 하는 결과  가 다. 러한 주장  립하   미에 하지 

고  참  엇 지  규 할 수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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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용의 맥락과 독립 으로 단어와 문장들에 할당될 수 있다. 축자  의

미와 축자  진리조건을 언 하는 것이 진정한 설명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88) 

그러나 은유를 포함하여 언어의 사용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이러한 조건

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언어의 사용에 한 이론은 화자와 청자가 어

떻게 서로의 발화를 이해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때 화자와 청자

는 각자의 의미 이론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화를 시작하기 

에 화자와 청자는 발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한 이론을 각

자 가지고 있다. 본격 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이해시키기 해서, 그리고 청자는 그 발화를 이해하기 해 자

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을 수정하여 최 한 서로 일치하는 이론을 공유

하려고 한다. 화자와 청자가 화 이 에 각자 가지고 있던 이론을 선

행 이론(prior theory)라고 하고 화 과정에서 수정된 이론을 진행 이론

(passing theory)이라고 하자. 이 두 가지 이론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

통 과정을 잘 보여주지만, 언어 이론이 갖춰야할 일반성 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인 언어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89)

   언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한다. 첫째, 

언어  의미를 체계 으로 설명해야 한다. 체계 이지 않다면 의미 있

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언

어  의미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의

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셋째, 언어  의미는 학습된 습 는 규칙에 따

라야 한다. 언어에 한 지식은 미리 학습되어야 하고 습 인 특성을 

갖는다. 선행 이론은 화자와 청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론이므로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진행 이론은 화 과정에서 일시 으

88) Donald Davidson, "What Metaphors Mea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47 (   필  

강 )

89) Donald Davidson, "Nice Derangement of Epitaphs"(1986), Truth, Language, 
an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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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셋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90) 즉 언

어의 사용에 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이론은 모두 진정

한 의미 이론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언어 사용에 한 이론은 

의미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데이비슨의 결론이다.  

   이러한 데이비슨의 이론에 따르면, 은유  의미에 한 이론은 언어 

사용에 한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언어  의미에 한 이

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어 사용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비슨이 

제시하는 의미 이론 역시 언어의 사용에 한 이론으로 부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언어  의미에 한 이론은 언어의 사용을 이해하기 

해 필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언어  의미가 언어 사용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면 언어의 사용을 이해하기 해 오직 언어  의미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즉 은유  의미는 데이비슨의 의미론에서 의미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의 의미론 역시 우리가 실제 은유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언어의 사용에 해당하는 은유  의미를 이

해하기 해 의미론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 은유 문장으로부터 은

유  의미를 도출하기 해 의미 이외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다음 에서는 일련의 추론 규칙을 통해 은유 문장으로

부터 은유  의미를 체계 으로 도출하려는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3.3 은유  의미와 패러 이즈

   데이비슨이 언어의 의미에 한 이론과 사용에 한 이론 사이에 건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맥락에 따라 언어의 사용이 나

타내는 변화무 함을 형식 으로 체계화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의 사용이 엄격한 논리  형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 하다. 그라이

스(Paul Grice)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형식 의미론으로 다룰 수 

90) Ib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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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체계 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언

어의 사용에 한 이러한 극단 인 회의론을 반박하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발화에서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

을 구분하여 말해진 것은 의미론에서, 함축된 것은 화용론에서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91) 이러한 구분 방식에 의하면 발화가 함축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발화의 문장 그 로의 의미를 악해야 하기 

때문에 화용론에서 다 지는 의미는 의미론에서 다 지는 의미에 의존

하는 이차 인 의미가 된다. 이 때 발화에 함축된 내용이 일종의 규칙

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면 — 컨 , 그라이스의 ‘ 화의 격률

(conversational maxim)’92)과 이것을 수하는 일련의 추론 규칙과 같

은 것이 있다면 — 이러한 이차 인 의미도 체계 인 방식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유  의미가 이러한 이차  의미라면 은유  

의미에 한 체계 인 근도 가능해진다. 

  써얼(John Searle)은 이러한 통  화용론의 틀 안에서 은유에 한 

체계 인 설명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써얼은 말해진 것과 함축된 것

이라는 그라이스의 용어 신 문장 의미(sentence meaning)와 화자 의

미(speaker's meani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은유는 문장 의미와 화자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  하나이며 은유  의미는 이러한 화자 

의미에 속한다는 것이 써얼의 주장이다. 써얼에 따르면 은유는 기본

으로 ‘S is P'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S is R'이라는 의미를 달하는 

것이다.93) ‘S is P'라는 문장이 ’S is R'을 의미하기 해서는 화자가 

‘S is P'를 통해 ’S is R'을 의도해야 하고 청자 역시 ‘S is P'를 ’S 

is R'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화자와 청자

가 공통 으로 따르는 략과 원리들이 있어야 한다. 은유가 작동하기 

한 이러한 원리는 략 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91) Paul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6

92) Ibid. pp. 26-28

93) 여  ‘S is P'는 장 미, 'S is R'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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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자 으로 받아들일 경우 발화에 결함이 있다면 문장 의미와 다른 

발화 의미를 찾아라. 

② “S is P"를 들을 때 가능한 R 값을 발견하려면 S가 P일 수 있는 방

식을 찾고, S가 P일 수 있는 측면을 채우려면, P인 것들의 두드러진, 잘 

알려진, 그리고 구분되는 특징들을 찾아라. 

③ S 용어로 돌아가서 R 값이 될 수 있는 가능한 후보들 가운데 어떤 

것이 S의 속성이 될 수 있는지 보라.94)

써얼은 은유에 한 가능한 해석을 모색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 다음

과 같이 더욱 구체 인 원리들을 제시한다. 이 원리들은 은유해석에만 

용되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은유를 다른 비유법과 구분하는 역할도 한

다. 

원리 1: P인 상들은 정의상 R이다. R은 P의 두드러진 정의  특성들 

 하나이다. 

  ( : “샘은 거인이다”는 은유 으로 “샘은 크다”로 해석된다.)

원리 2: P인 상들은 부수 으로 R이다. R은 P의 두드러지거나 잘 알

려진 특성이다. 

  ( : “샘은 돼지이다”는 은유 으로 “샘은 지 분하고, 많이 먹는

다”로 해석된다.)

원리 3: 화자와 청자 모두가 P가 R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P인 

상들은 R이라고 말해지거나 믿어진다. 

  ( : “리차드는 고릴라이다”는 은유 으로 “리차드는 난폭하고 지

분하다”로 해석된다.)

원리 4: P인 상들은 R이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고, 그 게 믿어지지도 

94) John Searle, "Metaphor",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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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문화 으로나 자연 으로 결정된 우리의 감성 때문에 우리의 마

음에서 P는 R과 연 된다. 

  ( : “샐리는 얼음 덩어리이다”는 은유 으로 “샐리는 감정이 없

다”로 해석된다.)

원리 5: P인 상들은 R과 유사하지도 않고, 그 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P인 상태와 R인 상태가 유사하다. 

  ( : “ 는 귀족이 되었다”는 은유 으로 귀족처럼 되었다기보다는 

새 지 나 상태가 귀족과 같은 지 나 상태라고 해석된다.)

원리 6: P와 R이 의미가 같거나 유사하지만 P의 의미는 일반 으로 제

한 이기 때문에 S에 문자 으로 용되지 않는다. 

  ( : “그의 뇌는 곯았다”에서 곯았다는 일반 으로 계란이나 참외 

등에 사용된다.)

원리 7: ‘S is P'의 형식이 아닌 구문  형식에 1-6의 원리를 용하는 

원리. 계  은유는 "S is P"의 형식이 아니지만 "S P-relation S'"에서 

"S R-relation S'"로 가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6의 원리를 용한다. 

  ( : “배가 바다를 헤치고 간다”는 'S is P'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S is R'이라는 해석을 바로 얻을 수 없다. 신 ’헤치다‘는 표 은 

어떤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물질을 그 물체의 양 으로 옮긴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P- 계에 한 이해 통해 배와 바

다 사이의 R- 계를 유추할 수 있다.) 

원리 8: P와 R이 부분 체 는 포함 계로 연 될 수 있으므로 환유

와 제유도 은유 원리에 포함시킨다.95) 

이와 같이 써얼은 은유  의미가 도출되는 구체 인 원리들을 제시함으

로써 은유에 한 이해를 체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엄 한 의미에서 은유의 해석에 한 원리라고 

95) Ibid. pp. 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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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이 원리들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은유들이 있을 뿐 아니

라 은유가 아닌 문장들도 이 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많은 창조 이고 시 인 은유 표 들은 써얼이 제시한 원리들로 설명되

지 않는다. 한 다음의 화는 원리를 만족시키지만 은유가 아닌 사례

를 보여 다.

갑: 김철수 씨는 박사학 가 있습니까?

을: 그 사람은 교수입니다.

을의 답은 교수가 가지는 두드러진 속성들  ‘박사 학 가 있음’

을 의도하 고 갑이 이 의도를 악하면 갑은 을이 의미한 것이 ‘김철

수 씨는 박사학 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화 상황

은 써얼이 제시한 은유 해석의 원리 2를 만족시키지만 은유  발화를 

포함하는 화 상황이 아닌 단지 일상 인 화 함축 문장96)이다. 써얼

의 원리들은 이 사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일상  문장들을 은유 문장으

로 간주하게 한다.97) 이처럼 써얼이 제시하는 원리들은 은유 해석을 

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 써얼은 스스로 이 원리들이 은

유 해석에 련된 포  목록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원리가 

어떤 기 에 의해 제시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록에 없는 

나머지 원리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리들을 통해 모든 은유에 

해석을 주기 해서는 모든 원리가 제시되거나 원리가 도출되는 기 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써얼이 제시하는 원리들의 목록은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은유  의미를 결정하

96)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동  원리(Cooperative principle)  

통해 달 고 는 함축 미 다. (Grice, Ibid. p. 26)

97) Elisabeth Camp, Ibid. pp. 37-8. ( 얼  러한 캠프  가 립하지 는다

고 주장한다. 그 는  는  미에 결함  어  한다는 첫째 건

 만 시키지 못하  다. 그러나 캠프가 언 하고 듯   미에 결

함  어  한다는 첫째 건 역시  해주는  지 못한다.  

미에 결함  없는  사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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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써얼의 이론이 만족스럽지 못한  다른 이유는 둘째 단계를 통해 제

시된 가능한 해석들 에서 화자가 의도한 해석을 결정하는 과정인 셋

째 단계에 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써얼은 이 단계에 

해 ‘S 용어로 돌아가서 R 값이 될 수 있는 가능한 후보들 가운데 어

떤 것이 S의 속성이 될 수 있는지 보라’는 것 이상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지만, 이것은 무 범 하고 일반 이기 때문에 특정한 은유 해석

을 결정하기에 부 합하다. 이 단계에는 단순히 S에 가능한 속성이 아

니라, 최소한, 해당 발화 맥락에서 S의 가능한 속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발화 맥락에 한 고려도 없이 단지 S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가능

한 R 값이라는 조건은 한 해석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

다.98) 

  써얼은 몇 가지 원리들을 통해 은유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

했을 뿐 아니라 그 게 결정된 은유  의미를 다시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 게 표 된 문장을 은유  의미에 한 패러

이즈라고 한다. 물론 은유  의미와 그것에 한 패러 이즈가 엄

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가 참이 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후자가 참이 된다는 의미에서 두 문장은 동일한 진리조건을 

만족시킨다.99) 를 들어, ‘철수는 고릴라이다’라는 단언은 ‘철수는 

지 분하고 난폭하다’라는 단언이 참이 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 되므로 같은 진리조건  의미를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은유  의미를 동일한 진리조건을 갖는 문장으로 패러 이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요한 단서 조항을 제로 한다. 그것은 풍부한 시  

효과를 갖는 은유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로, ‘ 리엣은 

태양이다’라는 은유만 보아도 이것의 은유  의미와 동일한 진리 조건

을 갖는 패러 이즈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써얼이 이러한 

98) Ibid. p. 38

99) Searle, Ibid.,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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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은유를 다루지 않고 진부하거나 죽은 은유만을 다루는 이유는 다

음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드는 사례들이 진부하거나 죽은 은유라는 사실에 해 유감스럽

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은 은유는 우리의 연구에 특히 흥미로운데, 왜냐

하면, 모순어법 으로(oxymoronically) 말하자면, 죽은 은유는 살았던 이 있

었기 때문이다. 죽은 은유는 계속 인 사용으로 인해 죽었지만, 그것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론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단서이다.100)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두 가지 에서 의심스럽다. 첫째, 어떤 표

이 은유 연구에 합한 상인지를 단하기 해 그 게 오랜 검증 과

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어떤 문장이 은유인지 여부

를 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단 은유로 단되는 

문장들은 모두 은유 연구의 합한 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

다. 둘째, 어떤 은유 문장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시  은유들은 오랜 시간 회자되어도 그 시  효과를 잃지 

않으며 그것에 한 완벽한 이해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낳는다. 오랜 시간 은유로 간주되어온 표 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

유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어떤 은유가 

오랜 검증 끝에 결국 죽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유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죽은 은유를 은유 이론에서 다 야 하는가는 

논쟁 일 수 있지만, 시  은유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은유가 은유 이론

에서 다 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은유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은 

은유가 은유 이론의 핵심  상이라는 써얼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죽은 은유를 심으로 하는 그의 이론도 합한 은유 이론으

로 보기 어렵다. 

100) Searle, Ibid., p. 83 



99

  써얼의 은유 이론은 문장 의미로부터 일련의 규칙을 통해 은유  의

미를 도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는 에서 통 인 화용론의 입장에 가

장 충실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써얼이 규칙으로 제시한 원

리들은 은유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일반 규칙이라기보다 형 인 몇 

가지 사례들에 한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유  의미

를 패러 이즈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상당히 많은 그리고 요한 은

유들을 포기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 일반에 한 주장

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명시  규칙을 통해 은유 문장으로부터 은유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문장 형식으로 패러 이즈하려는 써얼의 시도

는 성공 이라고 볼 수 없다. 

  시  은유를 부차 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써얼의 이론은 은유  비교의 효과 측면을 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

다고 그가 제시한 은유 해석의 원리들 에 은유  비교 과정을 언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써얼이 제시한 은유 해석의 원리 

5는 ‘P인 상들은 R과 유사하지도 않고, 그 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P

인 상태와 R인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비유  비교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유에서 비교 과정의 요성에 비

추어 볼 때 이것을 여러 해석 원리들  하나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것은 부 해 보인다. 하지만 써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비교에 한 

불충분한 심은 화용론  규칙을 통해 은유  의미를 설명하기 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은

유의 비교 과정에서 어떻게 은유  의미가 나타나는지를 규칙화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규칙을 통해 은유  의미를 설명하려

면 비교의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결국 써얼은 비교 효과가 최소화되거

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습화된 죽은 은유로 연구의 범 를 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게 연구 상을 임의로 재단한 결과, 

살아있는 은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은유 이론이 만들어졌다. 써

얼 이론의 실패는 은유  의미가 비교 과정을 제외한 추론 규칙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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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 에서는 비교의 과정을 다

시 도입하고 신 은유 내용에 한 패러 이즈를 포기하는 블랙의 

이론을 통해 비교 과정과 은유  의미의 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과 패러 이즈

   써얼은 진  단이 어려운 비교의 경험을 은유  의미에서 배제하

고 오직 의미론과 추론 규칙만으로 은유  의미를 악할 수 있다고 주

장했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은유는 진부하거나 죽은 은

유뿐임이 드러났다. 써얼의 실패는 은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비교의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역설 으로 드러낸다. 은유의 내

용에 비교의 경험을 포함시키되 그 내용을 합리 으로 이해하기 해서

는 내용 이해와 련된 표 인 심  상태인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 

은유를 이해할 때 두 상에 한 믿음들 사이에 비교가 진행된다면 이 

믿음들로부터 합리 인 내용을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비교 

경험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은유의 내용에 한 매력 인 

근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블랙이 은유  의미를 설명하기 해 

택한 방식이다.   

   블랙은 써얼과 마찬가지로 은유  의미가 언어의 사용과 련된 화

용론  의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써얼과는 달리 일련의 규칙을 통

해 은유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 한다. 한 블랙은 고

 비교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은유  의미가 나

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은유 표 이 가리키는 상을 비교하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들과 련된 믿음들이 서로 비교된다고 생

각했다. 블랙은 은유  의미가 두 상에 한 믿음 체계 사이에서 진

행되는 비교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상호작용 이

론’이라고 한다. 블랙의 상호작용 이론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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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에 따르면 은유 진술에는 두 개의 구분되는 주제어가 있고 이것

들을 각각 일차 주제어  이차 주제어라고 한다.101) 특정 은유  발화 

맥락에서 청자는 이차 주제어와 련된 일반 인 믿음 집합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일차 주제어와 련된 믿음 집합을 새롭게 구성함으로

써 은유  의미를 만들어 낸다.102) 이해를 돕기 해 이상의 설명을 

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

(3) 인간은 늑 이다. 

은유 문장 (3)에서 일차 주제어는 “인간”이고 이차 주제어는 “늑 ”

이다. 이 은유 문장을 들으면 청자는 늑 가 연상시키는 잔인함, 사나움 

등과 련된 믿음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은유에서는 늑 가 인간의 술

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차 주제어인 인간을 늑 와 련하여 생각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에 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들의 체

계가 변하여 잔인함과 사나움 등의 속성들이 부각되는 믿음 체계를 구

성하게 된다. 이처럼 늑 에 한 믿음 체계와 인간에 한 믿음 체계

가 상호작용한 결과 ‘늑  같은 인간’이라는 새로운 믿음 체계, 즉 

은유  의미가 생기게 된다. 물론 이 때 새로 생긴 은유  의미는 “늑

 같은 인간”이라는 언어 표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유

 의미를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은유  의미가 인간을 

늑 의 측면에서 볼 때 깨닫게 되는 일종의 통찰이기 때문이다. 은유  

비교과정에서 두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믿음 

체계는 언어로 표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1) 블랙  “Metaphor"에  ‘주요 주 어(principal subject)'  ’보  주 어

(subsidiary subject)'라는 용어  사용하고  진술에   사용  

 ‘ (focus)',  사용   ’틀(frame)‘  했 나 ”More 

about metaphor"에 는 단순  ’ 차 주 어(primary subject)'  ‘ 차 주 어

(secondary subject)'  한다. 

102) 블랙  주 어   믿 들  집합  ‘연  평범한 사실들  체계’라고 한

다.  개 에 한 체   4장에  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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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 같은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늑 나 인간이 잔인함이나 사

나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장에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청자가 스스로 끌어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청자는 늑 와 인간이 갖는 다양한 성질들의 상 인 

우선권이나 요성에 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들을 

모두 드러내서 일상 인 언어 표 들로 바꾸게 되면 이러한 우선권이나 

요성에 한 느낌들이 사라지고 언어로 표 된 성질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패러 이즈는 원래 은유보

다 더 많은 것을 말하면서도 정작 은유가 달하고자 하는 통찰을 달

하는데 실패하게 된다.103) 

   그 다면 이 게 패러 이즈가 불가능하고 오직 은유를 통해서만 

달될 수 있는 인지  내용이라는 것은 도 체 무엇인가? 블랙에 따르

면 은유가 달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볼 수 없고 은유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의 한 측면이다. 를 들어, 우리는 말이 달리는 모습을 

느린 동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고속 촬  카메라 장치를 

만들기 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은유는 이러한 고속촬  카메라와 

같이 우리가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 다. “인간은 

늑 이다”라는 은유가 있어야 우리는 인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104) 

   은유는 다른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 다는 에

서 인지  내용을 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명제 으로 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내용에 해서 참/거짓의 진리값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은유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how things are)”

에 한 통찰을 다는 에서 지도, 사진  사실주의  그림이 “사

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이 

103) Max Black, "Metaphor",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p. 46.

104) Max Black, "More about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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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내용을 명제 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그림이 재

하는 상 는 사태에 해 정확하다거나 부정확하다는 단을 내릴 

수 있듯이, 은유가 드러낸 세계에 한 통찰에 해서도 성, 충실

성, 불완 함, 피상 임 등과 같은 단을 내릴 수 있다.105)

   흥미롭게도 은유  의미에 한 블랙의 설명은 은유  효과에 한 

데이비슨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인간을 늑 의 측면에서 보아 얻게 

되는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통찰이라는 동일한 상을 한 사람은 인지

 내용이 있는 의미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단순한 심리  효과라고 주

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3.2 에서 데이비슨이 은유가 가져오는 심리  

효과를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를 이미 보았다. 은유의 심리  효과

는 의미 이론에서 다루기에 합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데이비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블랙은 써얼

과 마찬가지로 은유  의미가 화용론  의미라고 주장하므로 블랙이 주

장하는 은유  의미가 데이비슨과 같이 엄격한 의미론의 기 을 만족시

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은유  의미 역시 정당한 의미임을 보이기 

해서는 써얼의 이론에 상응하는 화용론  의미에 한 설명이 필요하

다. 하지만 블랙이 은유  의미를 평이한 언어(plain language)로 바꿔쓰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를 구분하

면서도 은유  의미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조건에 한 설명을 충

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써얼은 은유에 진리조건  의미를  수 

있는 화용론  규칙을 제시했지만, 블랙은 은유  의미는 진리치를 부

여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의미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블랙

이 이처럼 은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결과 그

의 이론에서 ‘의미’는 애매어처럼 사용된다. 그의 이론에서 ‘의미’

가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는 통찰을 가리킬 때는 진  단 

가능성에 구애되지 않고 성을 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리

키지만, 다른 한편 패러 이즈와 련해서 ‘의미’를 사용할 때는 

105) Ibi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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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언어  의미, 즉 기존의 진리조건  의미 개념을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의 이론에서 은유  통찰이 진정한 의미인지 단하기 

해서는 우선 이러한 애매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라는 표 이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은유  의미를 패러 이즈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블랙이 제시한 

이유들을 다시 검토해보자. 블랙이 제시한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은유를 패러 이즈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부여된 가 치가 사라진

다. 

2) 패러 이즈는 은유보다 불필요하게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된다. 

3) 패러 이즈는 은유와 같은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각각의 근거에 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근거

에서 블랙은 은유를 패러 이즈하면 두 개념 체계의 상호 작용을 통

해 부여된 가 치가 사라져 특정 속성을 강조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것은 은유를 패러 이즈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패러 이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

다. 각 개념들에 부여된 가 치를 유지하면서 패러 이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06) 

  둘째 근거는 은유  의미에 한 패러 이즈는 은유보다 불필요하

게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러 이즈된 표 이 

원래 표 의 내용을 완벽하게 달하지 못하는 상은 비단 은유의 경

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 인 표 의 경우에도 패러 이

106) 캠프는 실   과 는 다양한 들  맥락에  에 라 

다  께  스에 고 살  통해 심  지 주변  지 여  

시하는 법   내용  러프 하는 식  하고 다. 

(Elisabeth Camp, "Metaphor and That Certain 'Je Ne Sais Quoi', 

Philosophical Studies, vol. 12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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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가 쉽지 않으며 패러 이즈된 문장이 원래 문장의 어감을 제 로 

표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부분의 문

장들이 명제  내용을 달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듯

이 은유의 패러 이즈가 원래 은유 문장과 같은 어감을 달하지 못

한다고 해서 은유가 명제  내용을 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불합리하다. 

  마지막 근거는 패러 이즈는 은유와 같은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이유 역시 패러 이즈에 한 정당한 비 이 

아니다. 은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통찰 는 국면은 많은 은유 

이론가들에 의해 은유의 주요 특징으로 지 되어 왔다.107) 이것이 은유

의 요한 측면이라는 주장들은 타당하고 패러 이즈가 이것을 달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은유의 패러

이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러 이즈는 원래 그러한 

통찰을 달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 이즈는 화자가 의

도한 발화 행 의 내용을 포착하기 한 것이므로 통찰을 달할 수도 

없고 달할 필요도 없다. 즉 은유가 어떤 것을 새로운 에서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러한 통찰이 언어 으로 표 될 수 없

다는 사실로부터 은유가 패러 이즈될 수 없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독립 인 역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108) 

 

   은유에 한 이해는 우선 은유 표 의 축자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서 출발하고, 축자 으로 이해된 두 표 과 련된 믿음 체계가 상호작

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믿음 체계, 즉 세계

에 한 새로운 통찰이 은유  의미라면 이러한 내용에는 문장 형태로 

표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은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비

107) 'filter' (Black, 1962) 'frame' (Moran, 1989), 'see things in a new light or 

under a new aspect' (Davidson, 1984)

108) Elisabeth Camp, "Metaphor and That Certain 'Je Ne Sais Quoi', 

Philosophical Studies, vol. 129, p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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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하는 은유의 특성 상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통찰 체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통찰이 믿음 체계임을 고려할 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장 형태로 

표  가능한 내용일 것으로 측하는 것은 합리 이다. 은유가 달하

는 내용 체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표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은유가 

달하는 내용  어떤 것도 문장으로 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구분되어

야 한다. 은유  의미의 특징에 한 블랙의 설명과 이것을 패러 이

즈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으로부터 은유가 달하는 내용  어떤 것도 

문장으로 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은유로부터 얻

은 통찰 자체에 해서는 진  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해도 그 통찰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는 참 거짓을 단할 수 있다. 

이것은 은유  통찰이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직 과 은유에 해 

진  단이 가능하다는 직 을 조화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

다. 이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특별한 의미 개념, 즉 진  

단이 불가능한 은유  의미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 도 

얻을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은유 표 을 통해 달되는 내용은 

사용의 맥락과 발화자의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 의

미론의 기 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은유  의미가 형식 의미론

의 기 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문장 의미에 일정한 해석 원리를 

용해서 그 내용을 악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은유  의미는 화용론  의미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은유가 의미를 달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 그것을 패러

이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용을 문장 

형태로 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내용의 참/거짓을 단할 수 있는 

요한 기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데이비슨의 의미론에서도 보

았듯이 진  단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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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은 은유  의미와 긴장 계를 형성한다. 써얼

의 주장처럼 은유  의미를 동일한 진리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언어 

표 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설명의 상을 죽은 은유나 습  은유로 

제한해야 하고, 블랙처럼 살아있는 은유의 통찰을 은유  의미에 포함

시키면, 은유  의미와 동일한 진리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유가 달하는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완벽하

게 표 할 수 없다는 직 과 함께 그 내용에 한 진 를 단할 수 있

다는 직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장으로 표 될 수 없는 내용에 

해 어떻게 진  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은유  의미와 패러 이

즈 사이의 이러한 긴장 계를 약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축자  문장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참/거짓의 단 상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은

유 문장뿐 아니라 어떤 문장에 해서도  문장 자체만으로 참/거짓을 

단할 수 없다면, 은유  의미를 축자  문장으로 표 할 수 없다는 

것이 은유  의미의 결함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합성 이론가들이나 맥락주의자들은 바로 문장 의미가 참에 한 

단에서 우선 인 권리를 갖는다는 통 인 철학  입장에 의문을 제

기하면서 의미에 한 기존 담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은유  의미와 패러 이즈 사이의 불편한 계를 해소시킬 해

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 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

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은유  의미에 해 통  입장보다 나

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3.5 은유와 진  화용론

  문장은 우리가 참 거짓을 단할 수 있는 명제를 표 하는 가장 기본

인 단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장만으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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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은 아무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

문장 (4)는 참인가 거짓인가? 이 문장은 언제 어떤 상에 해 발화되

었는지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

장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답을 내릴 수 없다.109) 만일 문장의 의미가 

그것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문장은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문장만으로는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분의 문장들이 그것의 사용 맥

락과 독립 으로 고려될 때 이 문장처럼 완 한 의미를 달하지 못한

다면 문장 의미를 화자 의미나 함축에 비해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

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의미에 근하면 은유  의미를 이차  

의미로 분류했던 통  화용론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처럼 문장 의미를 우선시하는 기존 이론에 반 하여 거의 모든 의미가 

화용론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진  화용론이라고 한다. 

이 에서는 이러한 진  화용론자들이 은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3.5.1 합성 이론과 은유

  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랑스 학자 스퍼버와 국 학자 

슨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앞서 보았던 통  화용론에 한 반발이

며 동시에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110) 통  화용론에서는 언어 사용과 

련된 합리  규칙을 제공하려했다면, 합성 이론가들은 명시  규칙

109) 통  용  진  용 는 러한 장  진리 에 한 장에  갈

라진다. 통  용 는  장  한  하지만 늘 가는 지

각  했  것 므   장  거짓 라고 보는  진  용 는  장 

체가 한  하지 못하  에 어떤 진리 도 여 지 는다고 본

다. 

110) Yan Huang,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해  , 『 용

』, 한 어 학  출 , 2009,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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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보다는 인간들이 보편 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기반으

로 하는 암묵 인 합성 원리를 화자와 청자가 모두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한다. 즉 합성 원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제된 원리이

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연구의 상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제로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111) 

  합성 이론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효율 인 정보 처리 장치로 간주한

다.112) 효율 인 정보처리장치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인간의 마음과 련하여 이러한 노력에는 주목, 기

억, 추론 등이 있으며 효과에는 새로운 믿음의 추가, 기존 믿음의 변경, 

취소, 는 믿음에 한 확실성 정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113)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러한 합성 원리를 제로 하고 있고 

모든 의사소통에 외 없이 용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개별 인 자극으로서의 발화에 주목하고 이것을 

효율 으로 해석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114)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화자는 은 노력을 들이고 생각을 달하기 해 가능

한 짧게 말하려고 할 것이고 청자는 주어진 자극, 즉 발화로부터 최소

의 노력으로 가능한 합한 인지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화된 문장은 이러한 화자와 청자의 이해 계를 히 반 할 수 있

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발화 자체는 화자가 달하려는 의도 

 청자가 해석하는 의미를 완벽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된다. 를 

들어,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 질문을 

자 그 로 해석하면 과거의 어느 시 에 한번이라도 아침 식사를 한 

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장은 오늘 아침에 식

사를 했는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들은 주 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

111) Ibid. p. 251

112)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Publishers, 2nd ed, 1995, p. 46, p. 49

113)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Loose Talk”,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vol. 86, 1985-6, p. 159.

114) Ibid., p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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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히려 발화된 문장 그 로를 의미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화자가 원래 달하려던 명제의 일부분을 생략하여 발

화하더라도 청자는 맥락을 고려하여 원래 명제를 악할 수 있다.

합성 이론에서는 발화를 화자의 생각에 한 해석  재 으로 보

며, 발화는 화자의 생각을 축자 으로(literally) 재 할 수도 있고 비축자

으로 재 할 수도 있다. 발화가 생각을 축자 으로 재 하는 경우에 

발화와 생각은 모든 논리  함축과 맥락  함축을 공유한다. 그러나 청

자가 발화된 문장을 축자 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축자  해석을 해 모든 함축을 악해야 하는 노력을 고

려한다면 비축자 인 해석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 할 수도 있

다.115) 

그 다면 비축자 인 해석을 통해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자. 화자는 효율성이나 다른 목 을 해 모든 명제를 정

확하게 달하지 않는 발화를 할 수 있다. 를 들어, 화자가 P1....Pn과 

같은 일련의 명제 집합을 청자에게 달하려고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

자. 그런데 이 명제 집합은 Q라는 명제가 논리 으로 함축하거나 맥락

으로 함축하는 명제들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P1....Pn을 모두 발화하는 신 Q를 발화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달할 

수 있다. 이 때 청자는 Q가 논리 /맥락 으로 함축하는 명제들 에서 

화자가 달하려고 의도한 P1....Pn을 선택하고 그 지 않은 명제들을 무

시해야 한다.116) 

 이 게 함축을 이용하면 하나의 명제를 통해 복합 인 생각을 

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원래 화자가 의도한 명제들이 정확하게 

달되기 어렵지만 그 다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모호하게 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함축은 원래 생각을 비교  분명하게 달하는데 이를 강

한 함축이라고 하고 모호하게 달되는 것을 약한 함축이라고 한다.117) 

115) Ibid., p. 157-158

116) Ibid., p. 162

117) Ibid.,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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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생각이 얼마나 분명하게 달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따라서 함

축은 다양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약한 함축은 화자의 생각을 분명

하게 달하는 신 넓은 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시  효과를 다.118) 이

게 합성 이론에서 축자  해석과 비축자  해석은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이러한 합성 이론의 구분 기 에 따르면 은유는 약한 함축의 일

종으로 분류된다. 습 인 은유에서부터 시  은유까지 다양한 은유들

은 의미의 느슨함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습 인 은유라도 그것은 

약한 함축을 달하므로 명제  내용 외에 시  효과를 일으킨다. 를 

들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은유  표 은 매우 표 으로 엄격한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단지 엄격한 선생님이라는 의미

를 달하기 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표 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

성에 배된다. 이러한 간 인 표 을 정당화하기 해서는 추가 인 

이유가 필요하다. 엄격한 선생님이라는 표 과는 달리 ‘호랑이 선생

님’이라는 표 을 사용하면 청자는 그 엄격함의 특정한 유형이나 선생

님의 외모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추가 인 함

축들과 함께 이것들로부터 유발되는 시  효과를 달할 수 있게 된

다.119) 

써얼이나 블랙과 같은 통 화용론자들은 일차  의미(말해진 것)와 

이차  의미(함축된 것)를 구분하고 은유는 이차  의미에 속한다고 보

는 반면, 합성 이론에서는 모든 발화에 화용론  개입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이차 의미의 구분이 없고 은유를 포함한 부분의 발화

가 모두 일차  의미로 간주된다. 이러한 합성 이론에서 은유는 다른 

발화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효율 으로 달하도록 최 화된 방식들 

 하나이므로 그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달하는 것은 단지 비효율

인 시도일 뿐이다. 이처럼 합성 이론에서는 모든 발화가 같은 층 에 

118) Sperber & Wilson, Relevance, p. 222

119) Sperber & Wilson, "Loose Talk",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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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효율 이기 때문에 은유를 패러 이즈할 필요

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은유의 패러 이즈가 같은 내용을 은유보

다 더 잘 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유에 일반  발화와 평등한 지 를 부여하는 

합성 이론은 바로 그러한 구조 때문에 은유의 요한 특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은유의 주요한 특징들  하나는 은유가 이해된 후에도 

원래 은유 문장의 문자 그 로의 의미가 여 히 작동하는 ‘이 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이 성은 때로 문장의 의

미와 비교 과정 사이의 이 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이론에 따라 의미

들 사이의 이  계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

성은 은유와 은유 아닌 것을 가르는 요한 기 이 된다는 것이다. 그

런데 합성 이론에 따르면 은유는 어떤 생각을 달하기 한 한 가지 

방식이고 은유를 통해 그러한 생각이 달되면 그 밖에 문자 그 로의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발화를 축자 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비축자 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 인 정보 처리가 아니

며 오히려 정보 처리에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 이론에서

는 이러한 이  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합성 이론

에서는 은유를 단지 정보 달의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은유의 요

한 특성이 무시된다. 따라서 합성 이론은 은유의 반 인 특성을 다

루기에 부 한 이론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진  화용론이 은유의 이 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

다. 진  화용론의 일종인 맥락주의 입장을 취하는 르카나티는 진

 화용론에서 은유의 이 성을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을 

제시한다. 다음 에서는 르카나티의 이론을 통해 맥락주의가 은유의 

이 성 문제와 패러 이즈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5.2 맥락주의와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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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에서 보았듯이 합성 이론은 은유에서 우리가 직 으로 느

끼는 이 성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맥락주의는 합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부분의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

을 겪는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성 이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나 르카나티는 맥락주의의 입장을 유지하

면서도 축자  의미와 비축자  의미를 구분하는 일반 인 직 을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는 발화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 

맥락  요소가 개입하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 축자  의미와 비축자  

의미의 개념을 세분하고, 이 분류를 통해, 한편으로 은유에는 축자  의

미와 비유  의미 사이의 간극이 느껴진다는 직 과 다른 한편 은유  

의미는 축자  의미로부터 명시 인 추론을 통해 악되지 않는다는 직

을 조화시키려 하 다. 

르카나티의 분류에 따르면, 우선 가장 엄격한 축자  의미로는 유

형 축자  의미(type-literal meaning)120)가 있다. 이것은 의미론  규칙

에 의해 표 에 부여된 유형(type)으로서의 축자  의미를 가리킨다. 엄

격한 의미론  규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발화들은 유

형 비축자  의미(type-non-literal)가 된다. 표 으로 ‘나는 여기 있

다’라는 발화가 유형 비축자 인 의미를 달하는 가 된다. 이 문장

에 나타난 ‘나’, ‘여기’와 같은 지표어들은 이 표 을 가 어디에

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만일 이 문

장을 철수가 서울에서 발화했다면 ‘나’라는 표 에는 철수, ‘여기’

라는 표 에는 서울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하지만 ‘나’라는 표 에 

철수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의미론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것은 유형 비축자 인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비축자  의미도 어떤 측면에서는 축자  의미

로 간주될 수 있다. ‘나는 여기 있다’에서 ‘나’는 언제나 그 단어

120) 나티는 type-literal  축 하여 t-literal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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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화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규칙을 따른다. 이처럼 지표어가 가리키

는 의미는 비록 맥락을 통해 결정되지만 일정한 규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탈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축자  의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축자  의미를 유형 축자  의미와 구분하기 해 

최소 축자 (minimal-literal)121) 의미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 

'철수는 목이 마르다’라는 발화로부터 ‘철수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도출된다면 이것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최소 축자  의미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최소 축자  의

미의 기 을 만족시킬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게 도출된 의미는 

최소 비축자 (m-non-literal) 의미로 분류된다. 유형 축자  의미와 유

형 비축자  의미의 구분은 우리가 일상 으로 구분하는 축자 /비축자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반면, 최소 축자  의미와 최소 비축자  의

미의 구분은 우리가 일상 으로 축자 /비축자  의미를 구분하는 직

과 일치하는 듯이 보인다. 

그 지만 최소 비축자 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우리 직 에 축자

인 의미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를 들어, 칼에 손을 베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 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를 고

려해 보자. 이 말은 문장 그 로 아이가 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칼에 베인 상처 때문에 지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의

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문장의 의미는 규칙에 의해 도

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축자 이지는 않지만 ‘철수는 목이 마르다’

로부터 ‘철수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처럼 명시

으로 다른 문장의 의미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언어 사용자들에

게는 축자 인 해석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문장으로부터 다른 의

미를 거치지 않고 일차 (primary)으로 도출된 의미라는 뜻에서 일차 축

자 (primary-literal)122) 의미라고 한다. 이처럼 르카나티는 어떤 표 이 

121) minimal-literal  m-literal  축 하여 사용한다.

122) primary-literal  p-literal  축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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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자 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단할 때는, 어떤 기 을 용하는지에 따

라 각각 유형 축자  의미, 최소 축자  의미, 그리고 일차 축자  의미

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123) 

르카나티는 합성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화가 

엄 하게 축자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우리는 어떤 발화는 축자 이고 다른 발화는 비축자 으로 사용되었

다는 직 을 가지고 있다. 르카나티의 분류는 이러한 우리의 직 을 반

하고 있는데, 그의 분류 단계 에서 우리의 일상 인 직 을 반 하

는 것은 일차 축자  의미와 일차 비축자  의미의 구분이다. 사람들이 

어떤 발화가 비축자 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 해서는 단지 그 발

화가 습  규칙을 반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한 반을 실

제로 의식하거나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유형 비축자  의미나 

최소 비축자 이지만 일차 축자 인 의미에 해서는 그것들이 습  

규칙을 반한사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일차 비축자  의미에 

해서는 그러한 규칙의 반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124) 

일차 축자  의미와 일차 비축자  의미를 구분하는 기 이 우리의 

직 이라면 은유는 당연히 일차 비축자  의미로 분류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라이스를 포함한 많은 이론가들이 은유를 표 인 비축자  

의미의 사례로 언 하고 있고 이러한 직 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다

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르카나티는 은유를 비롯한 많은 비유법들

을 이용하는 발화가 일차 축자  의미를 달한다고 주장한다. 화 함

축과 같은 이차  의미에서 느껴지는 간극과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에서 

느껴지는 간극은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를 들어, ‘철수는 목이 

마르다’로부터 ‘철수에게 물을 줘야 한다’라는 화 함축을 도출하

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이 성은 명시 이며 합리  추론을 통해 그 과

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 리엣은 태양이다’와 같은 은유의 경우에

123) François Recanati, Liter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68-72

124) Ibid. pp.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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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성이 명시 이지 않고 합리  추론 과정을 보여  수도 없다. 

그는 이 성이 명시 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일차 의미 외 인 이 성

(external duality to the primary meaning)이라고 하고 은유와 같이 이

성이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일차 의미 내 인 이 성

(internal duality)이라고 한다. 화 함축의 경우는 이 성이 일차 축자  

의미와 일차 비축자  의미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은유의 경우는 이 성

이 일차 축자  의미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 함축의 경우 

‘철수는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도 단언되고 ‘철수에게 물을 줘야 한

다’는 의미도 단언되는 반면,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의 경우에 비유  

의미만이 단언된다.125)

 은유가 일차 축자  의미라는 것은 해당 문장 표 이 사용된 특정 

맥락에서 일차 인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이 맥락

에 따른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이 유형 축자  의미이고 규칙에 의

한 최소한의 조정을 받는 것이 최소 축자  의미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일차 축자  의미는 규칙에 의하지 않은 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차 조정 과정에 한 일정한 규칙은 없지만 조정

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미 정

교화(sense elaboration)이고 둘째는 의미 확장(sense extension)이다. 다

음의 문장들은 표 인 의미 정교화와 의미 확장의 이다.

(5) 희는 열쇠를 찾았고 문을 열었다.

(6)  인출기가 내 카드를 삼켰다.

(5)에서 명시 으로 표 된 내용만으로는 회가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열었는지 상세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는 자연스럽게 열쇠로 문을 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게 문장에 직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 정교

125) Ibid. pp.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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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고 한다. (6)의 경우는 ‘삼켰다’라는 표 의 습  의미는  

인출기에 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의미를 확장하여  인출기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의미 확장의 사례이다. 이 가 보여

주듯이, 은유는 의미 확장에 속하는데 이러한 의미 확장의 경우 의미 

정교화와는 달리 일차 축자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을 느

끼게 된다. 이러한 이 성에 해 르카나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미 확장에서, 목표 역의 특성과 충돌하는 의미의 차원들은 걸러지지

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떠오른 도식과 그 

도식을 재 상황에 (부분 으로) 용함으로써 구성된 의미 사이에 불일치

의 느낌을 산출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불일치가 두드러질수록 언어 사용

자들은 유형 축자  의미로부터의 일탈을 더욱 투명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

한 불일치의 느낌이] 어느 임계 을 넘으면, 의미 확장의 사례들은 비록 일

차 축자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상 인 의미에서 특수하고 비축자 인 의

미로 간주된다.126) 

 은유는 이처럼 일차 축자 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식과 맥락에서 조

정된 도식이 불일치하는 느낌이 임계 을 넘기 때문에 비축자  의미처

럼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은유에서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 사이의 간극을 느끼기

는 하지만 화 함축의 경우처럼 명시 으로 두 의미가 구분되지 않는

다는 에서 이들을 각각 일차 의미 내  이 성과 일차 의미 외  이

성으로 구분한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일차 의미 내  이 성

이라는 개념은 르카나티의 이론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르카나티 이론에서 일차 화용론  과정은 불충분한 문자  의미의 내용

을 맥락을 통해 보충하는 의미 강화(enrichment, 는 의미 정교화)와 

의미를 느슨하게 사용하는 의미 완화(loosening, 는 의미 확장) 과정으

로 나뉜다. 원래 문장에 이러한 일차 화용론  과정이 개입하는 이유는 

126) Ibid.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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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의 유형 축자  의미가 해당 맥락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부 함을 해소하기 해서이다. 그러나 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의 경우 일차 화용론  의미 조정이 일어

난 후에도 여 히 원래의 의미가 남아서 원래 의미와 조정된 의미 사이

에 불일치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일차  화용론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제 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차 화용

론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추가 인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르카나티는 일차 화용론  과정의 원칙을 끝까

지 용하는 신 이러한 미완성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러

한 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애 에 일차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문장 의미가 심 인 역할을 한다는 통 화용론의 주

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불일치 상

태를 인정하게 되면 맥락주의 입장을 철 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스스로 이론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127) 

모든 발화가 화용론  조정을 겪는다는 주장과 은유에 이 성이 경

험된다는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르카타니의 이론은 은유  의미에 한 

패러 이즈 문제와 이 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

지만 결국 합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은유의 이 성은 진  화용론이 

제하는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을 뿐이다. 

지 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은유  의미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

을 가지고 있다. 은유  의미의 맥락 의존 인 특성은 그것을 통 인 

의미론에서 다룰 수 없도록 하지만, 은유  의미가 은유 표 의 축자  

의미와 동시에 경험되는 은유의 이 성은 축자  의미를 규정하는 통

 의미론을 완 히 무시할 수도 없게 한다. 한 은유  의미가 진정

127) Josef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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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로 인정받기 해서는 축자  의미와 은유  의미의 계 

역시 엄 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은유의 맥락 의존  특성을 체계 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의

미 이론이 요구된다. 데이비슨이 은유를 의미론의 역에서 몰아낸 주

된 이유가 은유의 맥락 의존  특성이었음을 고려할 때, 맥락을 의미의 

역에 체계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은 은유를 다시 의미론의 역

으로 가져와서 은유  의미가 진정한 ‘의미’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다음 에서는 맥락  요소를 의미론에 체계 으로 도입하

여 은유를 의미론에 다시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은유  ‘의미’의 

본성에 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3.6 형식 의미론과 맥락의존성

은유가 달하는 내용은 은유의 문자 그 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데 

구나 동의할 것이다. 은유가 달하는 내용은 그 표 이 갖는 축자  

의미가 아닐 뿐 아니라 축자  의미와 법칙  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같은 은유 표 이 맥락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유가 달하는 내용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유의 내용은 

의미론의 역이 아닌 화용론의 역에서 다 야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 까지 보아온 화용론  이론들은 은유가 어떻

게, 어떤 내용을 달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하지 못했

다. 화용론  의미가 일종의 형식  규칙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용론  이론들은 은유  의미에 해서 부

진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화용론자들은 은유  의미가 일종의 

형식  규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진행시키면 은유  의미가 의미론의 합한 상이 될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컨  스턴(Josef Stern)은 은

유가 의미론에서 거부된 주요 원인이 되는 맥락 의존성을 의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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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은유  의미에 한 의미론  설명이 가능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스턴의 의미론  은유이론은 카 란(David Kaplan)의 이

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카 란은 지시사(demonstrative)나 지표어

(indexical)와 같은 맥락 의존  표 들이 형식 의미론에서 일으키는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맥락  요소를 형식 의미론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을 고안하 다. 은유에 한 스턴의 의미론을 이해하기 해 우선 그것

의 이론  바탕이 되는 카 란의 의미론에 해 알아보자. 

3.6.1 카 란의 의미론

에서 잠시 언 했듯이 카 란이 형식 의미론에 맥락  요소를 도입

하게 된 것은 은유가 아닌 지시사나 지표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함이

었다. '나' '지 ' ‘여기’와 같은 지표어와 ‘이것’ ' 것'과 같은 지

시사는 이러한 표 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상을 가리키는 맥

락 의존  특징을 나타낸다. 를 들어, '나'라는 표 은 가 발화하는

지에 따라서 매번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게 맥락에 따라 다른 

상을 가리키는 지표어나 지시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의

미론 으로 설명할 것인지는 오랫동안 철학자들을 괴롭 온 문제 다. 

카 란이 지시사와 지표어의 맥락 의존성을 형식 의미론에 포함시키

기 해 도입한 방식은 기존에 하나 내지 두 단계로 구분되었던 의미의 

층 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카 란 이 에 의미를 나 는 방식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의미를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와 

동일시하는 외연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는 표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와 어떤 에서 가리키는지를 모두 고려하는 내포  의미론이다. 외

연  의미론은 단순하고 경제 이지만,128) 게 퍼즐, 즉 같은 상을 

128) 연  미  가장 큰 장  경험  증 할 수 없는 상학  재  

도 하지 고 미  한다는 것 다. 연  미 들  보 에 내포  미

에  도 하는 뜻(sinn) 나 가능 계  같  재 들  그 체   요 하

는 심스러운 상들 다. 연  미   경  에  가장 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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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표 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지거나 인식

 의의가 달라지는 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를 들

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상을 가리키는 표 들이지만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다른 인식  의의를 갖는다. 

한 클라크와 슈퍼맨은 동일인이지만 '로이스는 클라크가 클라크라고 믿

는다'와 '로이스는 클라크가 슈퍼맨이라고 믿는다'라는 두 문장의 진리

치는 클라크가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로이스가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미가 단지 표 이 가리키는 지시체일 뿐이라면 동일

한 의미가 사용된 문장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은 외연  의미론에 문제가 된다. 

반면 내포  의미론은 표 의 지시 상뿐 아니라 그 상이 어떤 방

식으로 제시되는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게 퍼즐을 설명할 수 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같은 상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는 다

른 의미를 갖는 문장이 된다. 한 ‘클라크’가 로이스에게 제시되는 

방식과 ‘슈퍼맨’이 로이스에게 제시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로이

스는 ‘클라크가 클라크이다’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클라크가 

슈퍼맨이다’라는 믿음은 갖지 않을 수 있다. 즉 ‘샛별’과 ‘개밥바

라기’ 는 ‘클라크’와 ‘슈퍼맨’은 지시체 차원에서는 같은 의미

를 갖지만 뜻(sinn)129)의 차원에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정보

를 달하고 다른 진리치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뜻과 지시체 구분 

신 가능 세계를 도입하는 내포  의미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30)   

에 다.

129) 뜻  ‘ 상  시 는 양태’  다. 프 게는 뜻  도 하여 프 게  

해결한다. (Frege, "On Sinn and Bedeutung", The Frege Reader, Blackwell 

Publishing, 1997, p. 152) 

130) 마찬가지  내포  미   가능 계 미  뜻과 지시체  하는 

신 가능 계  도 하여 실 계에  참과 가능 계에  참  한다. 

 들어, ‘샛별  샛별 다’는 동어 복 므  모든 가능 계에  참  장 지만 



122

그러나 이러한 두 층  의미론에서도 여 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 남아있다. 그  표 인 것이 지시사와 지표어와 같은 맥락 의존

 표 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이다. 를 들어, '나'라는 지표어는 가 

발화하는지에 따라 다른 상을 가리키지만 어떤 맥락에서든 그것을 발

화하는 사람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다는 규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이러

한 지표어의 특징은 서로 다른 표 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지만 지

시체가 제시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내포  의미론의 구조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게 지표어가 기존 내포  의미론의 구조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표어나 지시사가 이상한 표 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의미론에서 의미의 층 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지표어의 의미를 분석할 때, 고정된 의미와 변하는 지시체라는 두 단계

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고정된 의미(일종의 의미 유형(type)), 이 의미가 

맥락에서 획득한 구체  의미(의미 토큰(token)), 그리고 지시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를 들어, '나는 여기 있다'라는 표 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장소에 있다’라는 일정한 내용을 가지

고 있지만 이 표 을 철수가 서울에서 발화하면 '철수는 서울에 있다'는 

구체  내용을 표 하게 되고, 희가 부산에서 발화하면 ' 희는 부산

에 있다'라는 내용을 표 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지

표어는 ‘발화하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의미, 고정된 의미가 맥락에서 

획득한 구체  의미( 를 들어, 철수나 희), 그리고 구체  의미가 가

리키는 상인 지시체라는 세 가지 층 의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카

란은 이와 같은 지표어의 특징을 반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두 가지로 

구분되었던 의미의 층 가 세 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1) 그

‘샛별  개 라 다’는 샛별  개 라 라는 사실  진 가능 계에 만 참  

다. 마찬가지  ‘ 스는 클라크가 슈 맨 라고 믿는다’는 장  스가 슈

맨  클라크라는 사실  고 는 가능 계에 만 참  다.

131) 지시사나 지 어  미  특징  하  해  단계  도 었  

에, 러한  직 지시사나 지 어  같  맥락  에만 용 는 

것 라고 생각할 수도 다. 그러나 지시사가 닌 에는  단계 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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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개의 층 를 각각 특성(character), 내용(content), 그리고 지시체

로 명명하 다.132)

특성, 내용, 지시체라는 세 층 의 의미 구분은 게  의미론에서 

뜻의 층 가 두 개로 세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카 란은 

게 의미론 신 가능세계 의미론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맥락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나는 여기 있다’를 가능세계 의미론을 통해 다시 분석해 보자. 

‘나’는 언제나 발화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여기’는 언제나 발화하

는 장소를 가리키므로 이 문장은 가 어디서 발화하더라도 참이 되는 

문장이다. 그리고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 되는 문장은 필연 으로 참

인 문장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필연 이 아닌 우연 인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가능세계 의미론은 지표어의 논리  본성

을 왜곡하게 된다.133) 이러한 문제는 가능세계 외에 발화의 맥락을 도입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카 란은 가능세계와 맥락을 통해 특성, 내

용, 지시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특성은 한 표 의 의미요소로서 맥락에 의해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를 결정한다. 내용은 가능세계에서 외연으로 가는 함수로 표 될 수 있듯이 

특성은 맥락에서 내용으로 가는 함수로 표 될 수 있다.134)

를 들어, '나'라는 표 의 특성은 해당 발화의 맥락에서 이 표 을 

발화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결정하는 함수이고, 이 함수에 의해 이 맥락

에서 내용이 ‘철수’로 결정되면(철수가 ‘나’를 발화한 사람인 경

우), 이 내용이 어떤 가능 세계에서 참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

다고 해 하  보다는  에 는 특 과 내용  항상 동 하  에  

가 지 는다고 해하   단계  모든 에 용  수 다. 

(David Kaplan, "On the Logic of Demonstratives", The Philosophy of 
Language, 5th ed. 2006, p. 359)

132) Kaplan, Ibid. p. 358

133) Ibid. p. 358

134) Ibid.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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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수는 서울에 있다’라는 내용은 철수가 서울에 있는 가능 세계

에서만 참이 되므로 맥락을 도입하지 않은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나는 

여기 있다’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 되어 필연 으로 참인 문장으로 

분석되는 오류가 해결된다. 특성, 내용, 지시체 에서 우리가 일반 으

로 의미라고 부르는 것은 특성에 해당한다. 우리는 '나'라는 표 의 의

미가 맥락에 따라 철수가 되었다가 희가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발

화를 하는 화자'라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35) 

지 까지 지표어의 특성이 어떻게 맥락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 에 

부여하는지를 보았다. 그런데 지표어와 지시사는 맥락에 따라 다른 내

용을 가질 뿐 아니라 상에 한 개념  이해를 거치지 않고 상을 

지시하는 직  지시어라는 특징도 갖는다. ‘나’라는 표 은 물론 맥

락에서 이 표 을 발화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의미론  제약 조건을 가

지고 있지만 그 발화자의 인상착의나 성별, 지 와 갖은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 표 의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에서 직  지시어

로 볼 수 있다. ‘이것’이라는 지시사 역시 이 표 이 갖는 개념  내

용이 아닌 지시 행 와 같은 맥락  상황만으로 지시체가 결정되는 직

 지시어이다. 직  지시와 간  지시의 차이는 이름과 한정 기술구의 

조를 통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름은 표 인 직  지시어

이다.136)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그 표 이 갖는 개념  내용에 계

없이 언제나 이승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반면 ‘ 한민국  통

령’이라는 한정 기술구는 이 구 을 구성하는 표 들의 의미를 통해서 

간 으로 지시체를 결정한다. 실 세계에서는 '이승만'과 ' 한민국 

 통령'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승만‘은 어느 가

능세계에서나 이승만을 가리키지만 한민국  통령이 이승만이 

아닌 다른 가능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 세계에서는 ' 한

135) Ibid. p. 359

136)  러한 주장  쟁  여지가 지만 플란  에 한 직  지시 

 들 고 므   에 는 그  에 한 해  해 플란  견해

 도  하겠다.  



125

민국  통령'이 김구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처럼 직  지시는 언

어 표 의 의미를 거치지 않고 언어 표 에서 지시체로 가는 계이며 

간  지시는 언어 표 의 의미를 통해 간 으로 지시체를 결정하는 

계이다. 이러한 직  지시와 간  지시의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

표어, 지시사, 이름과 같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분의 표

들은 그것의 의미를 통해 간 으로 지시체를 결정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 인 기술구가 지시사와 같은 직  지시

의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도넬란(Keith Donnellan)의 

유명한 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다음의 를 통해 기술구

가 직  지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스는 스미스를 살해한 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다. 하지

만 실제 그가 스미스를 죽 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 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는 평소 존스의 이상한 행동에 한 논의가 있었고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한 인상을 ‘스미스의 살인자는 미쳤다’라는 말로 표 했다. 군가 ‘스

미스의 살인자’라는 표 으로 우리가 구를 가리키는지를 묻는다면 우리

는 ‘존스’라고 답할 것이다. 이것은 한정 기술구를 지시 으로 사용한 

것이다.137) 

이 게 기술구가 직  지시 으로 사용되면 간  지시 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체계 으로 구

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실제 스미스의 살인자가 맥스일 경우 

의 문장을 간  지시 으로 사용하면 ‘맥스는 미쳤다’를 의미하게 

되지만 존스에 해 직  지시 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존스는 미쳤

다’를 의미하게 된다. 

 카 란은 어떤 기술구가 직  지시 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것을 간

 지시 으로 사용된 일반  기술구와 체계 으로 구분하기 해 

137) Keith Donnellan,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The Philosophy of 
Language, 5th ed. 2006,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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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hat이라는 특수한 지시  기호를 도입하 다. 일반 인 한정 기술구와 

Dthat이 붙은 한정 기술구의 차이를 다음 두 문장을 통해 살펴보자.

(7) 그 스 이는 의심스럽다. (The spy is suspicious.)

(8) Dthat [그 스 이]는 의심스럽다. (Dthat[The spy] is suspicious.)

  실 세계에 오직 한 명의 스 이가 있고 그 사람이 철수라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그 스 이'는 실 세계에서 철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일한 스 이가 될 수 있

다. 이처럼 ‘그 스 이'와 같은 한정 기술구는 그 의미를 통해 간

으로 상을 가리키므로 어느 세계에서 발화되는지에 따라 다른 상을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철수를 가리키기 해 ’철수‘라

는 이름 신 ’그 스 이'라는 기술구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이 사람은 이 기술구의 의미를 통해 철수를 간 으로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철수를 가리키기 해 이 기술구를 마치 이름처럼 사용한 것

이다. 즉 (7)은 이 문장이 발화된 세계에 있는 유일한 스 이가 의심스

러울 때 참이 되지만 (8)는 철수가 ‘의심스럽다’는 속성을 만족시킨다

면 참이 된다. 그리고 ‘그 스 이'라는 표 은 실 세계뿐 아니라 다

른 가능세계에서도 오직 철수를 가리키는 고정 지시어로 사용된다. 이

게 지시 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구를 일반 인 한정 기술구의 용법과 

구분하기 해 사용된 기호가 (8)에 나타난 Dthat이다.138) Dthat은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그 스 이’와 같은 비고정 

지시어(간  지시)를 고정 지시어(직  지시)로 만든다. 한 지시 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안정 으로 내용을 결정했을 기술구의 특성을 맥락

에 따라 다른 내용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그 스

이’는 맥락에 계없이 언제나 유일한 스 이를 가리키지만 Dthat[그 

138) David Kaplan, "Dthat", The Philosophy of Language, 5th ed. 2006,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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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는 그 사람이 스 이인지에 계없이 발화 맥락에서 이 표 으

로 지칭하는 상을 가리킨다. Dthat은 이처럼 일반 인 표 을 맥락 의

존 인 표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139) 

  지 까지 카 란이 맥락 의존 인 표 들을 형식 의미론에 포함시키

기 해 발화의 맥락에 따라 내용을 결정하는 특성이라는 새로운 층

의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맥락을 의미론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음을 보

았다. 한 이처럼 맥락이 형식 의미론의 기본 요소로 포함됨으로써 본

질 으로 맥락 의존 인 성격을 띠는 지시사나 지표어와 같은 표 들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 으로 맥락 의존 이 되는 표 들의 의미도 

체계 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당 표 이 

맥락 의존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Dthat이라는 기호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Dthat과 같은 기호를 도입하여 일반  기술구

가 지시 으로 사용되어 맥락 의존 이 되는 상을 형식 의미론 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은유 으로 사용될 때 일반 표 이 맥락에 따라 새로

운 의미를 갖게 되는 상도 형식 의미론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를 발 시킨 것이 스턴의 의미론  은유 이론이다. 

이제 스턴이 Dthat 개념을 어떻게 은유  의미를 설명하는 데 용하는

지 알아보자.  

3.6.2 스턴의 형식 의미론  은유 이론

스턴은 Dthat이 일반 인 표 을 맥락의존 인 표 으로 만드는 특징

이 있다는 에 주목하고 이러한 Dthat의 특징을 은유  의미를 설명하

는 데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Dthat이 ‘그 

스 이'와 같이 간 으로 지칭하는 한정 기술구 φ를 불안정한 ―맥

락에 따라 다른 내용을 결정하는― 특성을 갖는 직  지칭어 'Dthat[φ]'

139) Josef Stern, “Metaphor as Demonstrative”, Journal of Philosophy, vol. 82, no. 

12, 1985, p.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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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키듯이, Mthat이라는 은유 조작어는 축자  표  φ를 불안정

한 특성을 갖는 은유  표  'Mthat[φ]'로 바꾼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Dthat과 Mthat은 모두 간  지칭 기술구를 직  지칭어로 만든다는 공

통 이 있지만 Dthat이 산출하는 결과는 Mthat이 산출하는 결과와 다르

기 때문에 Mthat이라는 조작어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Dthat과 Mthat

의 요한 차이는 Dthat이 기술구φ에 붙으면 Dthat[φ]의 특성은 특정

한 맥락에서 개별자 개념을 내용으로 산출하지만 Mthat은 속성들의 집

합을 내용으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Dthat은 해당 맥락에서 지시 행 가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해당 맥락에서 어떤 상이 지시되었

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궁극 인 목 인 반면 Mthat은 해당 맥락에서 주

어에 어떤 속성이 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궁극 인 목 이

기 때문이다. 

이 게 Dthat과 Mthat은 무엇을 내용으로 산출하는지에 있어 차이가 

나지만 그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화자가 Dthat이나 Mthat이라는 규칙을 

배우는 것은 지표어와 같은 단일 표 의 특성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나’의 특성은 발화 맥락에서 발화한 사람을 내용으로 결정하는 함수

이다. 그러나 Dthat이나 Mthat은 그 자체로 합한 형식의 용어라기보다

는 기술구에 작용하는 조작어이므로 Dthat이나 Mthat의 규칙을 배우면 

합한 형식의 한정 기술구를 지시 으로 해석하거나 은유 으로 해석

할 수 있게 된다. 즉 Dthat이나 Mthat의 규칙은 특정 한정 기술구를 메

타언어  변수 φ로 바꾸라는 도식 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140)

 특정 표 을 지시 으로 해석하라는 규칙을 제시하는 Dthat이 문장

의 표면  형식에 나타나지 않듯이 은유  해석을 지시하는 Mthat 조작

어 역시 문장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자나 청자가 어떤 

발화 φ를 은유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이 발화가 맥락 의존  특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표면 으로 드러나는 발화 φ가 실제로는 

Mthat[φ]라는 것을 악해야 한다. 이 게 Mthat[φ]가 φ를 은유 으로 

140) Josef Stern, Metaphor in Context, MIT Press, 2000,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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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문법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문법은 모든 문자열에 특성을 할당한다, 특성은 그 자체로 진리 조건은 

아니지만 맥락  특징과 결합하여 두 번째 층 의 의미인 내용을 결정

한다. 문법의 어휘에는 은유 조작어 Mtha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

법은 모든 문자열에 은유  표 의 특성이 없는 특성, 즉 Mthat 조작어

가 사용되지 않은 특성을 최소한 하나 할당할 뿐 아니라, 문법 으로 

허용된 은유  표 과 은유  표 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즉 하나 이상

의 Mthat 조작어가 사용된 특성들의 집합을 형성한다.141) 를 들어, 문

법은 아래 (1)과 같은 문자열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할당한

다. 

(1) 리엣은 태양이다. 

(a) 리엣은 태양이다.

(b) 리엣은 Mthat['태양이다']

(c) Mthat[' 리엣은'] 태양이다.

(d) Mthat[' 리엣은']Mthat['태양이다']

(e) Mthat[' 리엣은 태양이다']

이 게 문법이 할당한 특성들  (a)는 은유  표 의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특성이고 (b)-(e)는 은유  표 의 특성이 할당된 특성들의 집합이

다. 이러한 은유 집합에 있는 부분의 특성에는 실제로 해석이 부여되

지는 않지만 은유 으로 해석되는 것이 문법 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표 에 이러한 은유 집합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문장 (1)이 

발화될 때 이것은 유형 (a)-(e)  하나에 한 토큰이 되는 것이다.142)

141) Josef Stern, “Metaphor as Demonstrative”,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2, no. 12, 1985, pp. 705-6

142) Ibid. p.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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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Mthat이라는 어휘를 문법에 추가하여 은유 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장과 그 지 않은 문장을 체계 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의미론 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은유  의미를 의미론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그러나 Mthat이라는 하나의 어휘를 문법 규칙에 포함시

키는 것은 구문 으로 작은 변화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론

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무 많이 포함되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1)이라는 발화에는 가능한 특성들이 최소한 다섯 

가지가 자동으로 제시되고 우리는 이 가능한 의미의 집합으로부터 해당 

문맥에 한 내용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언어  직 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우리가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의식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동일한 표 에 해 다른 해석을 선택해야 하는 애매어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우리가 ‘배’라는 표 을 들으면 이것이 신체 부

인지, 교통수단인지, 과일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선택지들을 우

리는 의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다’라는 표

이 ‘태양이다’와 ‘Mthat[’태양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는 직 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우리가 (1)을 들었을 때 (a)와 (b) 정

도의 구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e)와 같은 해석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스턴의 이론에 따르면 (1)에 한 특성들 

에는 실제로 은유  해석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는 순수한 해석 가능

성도 포함된다. 어떤 문장의 의미를 악하기 해 이 모든 것을 고려

해야 한다면 의미 해석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것이다. 게다가 '

리엣은 단정하다'와 같이 은유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 문장의 경

우에도 모든 은유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한 후 문자  해석이 선택된

다는 설명은 반직 이다.143) 

143) Catherine Wearing, "Metaphor and What is Said",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2006. p. 317 (스  주장하는  어  달리  어

 매  우리가 직  할 수 다. 우리는 ‘ 가 프다’  ‘ 가 출항

한다’에  매어  ‘ ’가 각각 다  미  쓰 다는 것  직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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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직 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Mthat은 이론 인 문제도 안고 있

다. 스턴의 설명에 따르면 Mthat 조작어는 문법  요소이므로 문장의 

구문  표 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게 되면 문장 표면에 드러나는 형

식에 비해 무 많은 논리  형식이 문법 규칙에 의해 산출된다. 그리

고 Mthat을 구문  형식에 표 할 때, 구문  수형도에서 이것을 어떤 

치에 추가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Mthat 조작어는 기존 구문  구

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구문  요소에도 붙을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는 반면, 기존 구문  범주들은 그 결합 규칙이 매우 제한

이다. 물론 Mthat을 한 새로운 구문 범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순수

하게 의미론  차이를 기반으로 구문  범주를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

은 행이다. 스턴은 Mthat에 한 근거로 오직 의미론  증거만을 제

시하고 있다.144) 

  하지만 Mthat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론  구문론  복잡성은 은유  

의미론에 치명 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의미론  직 이나 복잡성

의 문제는 Mthat이 의식 이하의 수 에서 처리된다고 간주하면서 피해

갈 수 있고, 구문론  문제에 있어서도 구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Mthat만이 아니라면  구문론의 이론  한계 때문에 Mthat이 문

제인 것처럼 보인다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145) 이러한 답변이 에서 

제기된 이론  문제에 한 반론을 해결했다면, 이제 그의 이론이 은유

의 상  특징도 성공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은유의 

의미 이론이 설명해야 하는 주된 상  특성은 은유  의미의 풍부성

과 은유 경험의 이 성이다.  

  우선 스턴의 이론이 은유  의미에 한 우리의 직 을 설명하는 방

식을 보자. 앞서 써얼과 블랙의 이론에서 각각 은유  의미의 패러

지만 ‘태양계  가장 큰 가스 어리는 태양 다’  ‘ 리엣  Mthat[태양 다]’에 

해 는 러한 직  갖고 지 다.) 

144) Ibid. p. 318. 

145) Josef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2006, pp.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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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문제를 다룰 때 보았듯이 은유  의미는 한편으로 명시 인 문장 

형태로 표 될 수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믿

음 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모호한 상태라고도 할 수도 없는 모순  상

황에 놓여 있다. 은유가 달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 되기 

어렵다는 직 과 믿음 체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통찰을 의미라고 규

정하기 어렵다는 직 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턴

이 수용한 세 층  의미 이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유 표 의 특성은 해당 맥락에서 은유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가

능한 속성들의 집합을 제시한다. 이처럼 특성 개념을 이용하면 은유  

의미가 단일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으면서도 체계 인 의미론  규칙

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라는 해결책은 우리 직 을 충분히 해

명한다고 볼 수 없다. 은유가 풍부한 내용을 달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

라 특정한 해석이 문장의 형태로 완 히 표 될 수 없는 보다 섬세한 

내용을 달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턴의 

이론은 특정 해석을 결정하는 둘째 의미 층 인 내용의 단계에서 해당 

속성이 결정되어 은유의 내용이 명제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은유가 명제화되기 어려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달한다는 우리의 

직 을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턴 역시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굿맨(Nelson 

Goodman)으로부터 시(exemplification) 개념을 차용하여 은유의 내용이 

풍부한 은유  해석을 산출하는 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 다. 스턴의 

시 개념은 굿맨의 시 개념을 한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그 속성을 소유한 상이 개별 으로 작용하는 신 체계에 속해있다는 

도 함께 고려한다. 시는 우리로 하여  은유 으로 사용된 언어 표

의 지시체가 갖는 두드러진 속성에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 어떤 상에 의해 시된 속성은 해당 맥락에서 그 상과 같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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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속한다고 제되는 상들뿐 아니라 그 체계 체에 속하는 그 밖

의 다른 속성들의 역에도 의존한다.146) 시된 속성은 이 게 다른 속

성들과 체계 인 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은유  내용으로 결

정될 때 풍부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스턴의 설명이다. 

시는 이처럼 하나의 속성을 다양한 속성들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완

히 개념화되지 않고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속성을 가리킬 수 있게 한

다는 특징도 갖는다.147) 문장 (1)을 로 들어 은유의 해석과 시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자.

(1) 리엣은 태양이다.

스턴은 은유  의미가 닮음에 한 것이라거나 은유  의미가 닮음에 

의존한다는 생각에 반 하기 때문이 이러한 개념을 통해 내용의 풍부성

을 설명할 수 없다. 신 스턴은 시 개념을 통해 은유가 명제화될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달하는지 설명한다. (1)은 로미오가 발화한 맥락

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해석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

(1-i) 리엣은 성장을 한 에 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해당 은유가 문장으로 완 히 표 할 수 없는 풍부한 해석을 낳

는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턴은 에

서 설명한 시 개념을 도입한다. (1-i)가 (1)에 한 한 해석으로 

선택된 이유는 은유 으로 사용된 표 인 ‘태양이다’의 지시체인 태

양이 ‘성장을 한 에 지를 제공한다’는 속성을 시한다고 제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된 속성은 그 속성을 시하는 상, 즉 

태양  태양과 같은 체계에 속하는 상들과 련된 다른 속성들과도 

146) Josef Stern, Metaphor in Context, MIT Press, 2000, p. 155

147) Ibid., pp. 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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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되기 때문에 비록 발화 맥락에서 하나의 속성만이 내용으로 선택되

었더라도 이 해석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148) 

   은유의 의미 이론이 설명해야 하는  다른 요한 상  경험으로 

‘은유 경험의 이 성’이 있다. 1장에서 설명했듯이 은유의 요한 

상  특징  하나는 은유  의미가 은유 표 의 축자  의미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가 동시에 경험된다는 것이다. 스

턴은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가 모두 동일한 문법  규칙을 통해 동

등하게 규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

한다는 사실은 그의 이론과 긴장 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턴은 축자  매체(literal vehicle)라는 개념을 통해 은유  의미가 어

떻게 축자  의미에 의존하고 축자  의미가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축자  매체라는 것은 일종의 인용 

부호 안에 있는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b) 리엣은 Mthat['태양이다']

(1)에 한 은유  의미 유형인 (b)를 보면 Mthat 각 호 안에 작은따

옴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은따옴표는 Mthat 안에 있는 것이 

축자  매체임을 의미한다. 축자  매체는 ‘태양이다’라는 표 이 맥

락에 따라 은유 으로 해석되거나 축자 으로 해석될 때 각 해석에 

합한 유형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이 은유 으로 해

석되면 Mthat['태양이다‘]라는 유형을 지정하고 축자 으로 해석되면 

’태양이다‘라는 유형을 지정한다. 즉 축자  매체는 축자  특성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축자  의미의 표 과 은유  의미의 표 을 구분하

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메타 언어  요소이다. 이 축자  매체의 특이

한 은 그 자체는 축자 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축자  매체의 값은 축

148) Ibid., pp. 156-7 (    지시체가 시하는  해  결 는 

것  한 해  낳는 들에 한하는 고, 죽  나 습  는 

러한 식   결 하지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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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축자  매체의 값이 축자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은유  의미를 결정하는 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49)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축자  매체는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

에 의존하는 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 상을 축자  매체를 

통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자. 축자  매체는 은유  

특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은유 으로 련된 속성들을 개별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은유  의미와 련된다. 를 들어, Mthat['태양이다

‘]라는 은유  표 의 은유  의미는 ’태양이다‘라는 축자  매체와 

은유 으로 련되는 속성들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Mthat[’태양이다‘]

의 의미는 ’태양이다‘라는 축자  매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은유  의미가 축자  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포와 외연이 같

더라도 다른 표 이 사용되면 다른 은유  의미를 산출하게 된다. 를 

들어, ‘똥개’와 ‘잡종견’은 같은 내포와 외연을 갖지만 다른 표

이기 때문에 Mthat[‘똥개이다’]의 특성과 Mthat[‘잡종견이다’]의 특

성은 다른 속성들의 집합을 구성한다.150)  

   하지만 은유  의미가 어떻게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은 스턴 자신의 의미론 체계와 갈등을 빚는다. 은유  의미

를 결정하기 해서는 축자  매체와 은유 으로 련된 제들이 필요

하고 이러한 제들을 결정하기 해서는 (축자  매체의 값이 가지고 

있는) 축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축자  매체 자체는 의미의 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 의미 자체를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축자

 내용이나 지시체 역시 은유  내용이나 지시체를 결정하지 않는

다.151) 그리고 축자  특성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특성이라는 개

149) Ibid., pp. 221-2

150)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pp. 263-4

151) 지 어 ‘나’  내용  맥락에 해 결 듯 ,  내용  그 맥락에  내용  

결 하는 변수에 할당 는 나 들  집합니다. (Stern, Metaphor in 
Context,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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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서로 다른 은유 표 과 련된 제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세 하다는 것을 제한다. 하지만 특성은 이 게 세 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의미의 층 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카 란의 세 단계 의

미 구분에서 지시사, 지표어 등을 제외한 부분의 일반 표 들은 특성

이 늘 동일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성과 내용의 구분이 무의미하

며, 심지어 표 이 직  지시체를 결정하는 이름의 경우에는 특성, 내

용, 지시체가 모두 동일하여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은유 표  Mthat[φ]

와 Mthat[μ]의 특성이 축자  표  φ와 μ의 특성에 의해 개별화되려

면 두 표  φ와 μ의 특성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표 이 

맥락 독립  표 일 경우 모든 맥락에서 같은 상을 지칭하여 두 표

은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되므로 Mthat[φ]와 Mthat[μ]의 특성 역시 구분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은유  의미가 축자  특성에 의해 구

분된다는 주장과 특성이 모든 표 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섬

세한 의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152) 

   스턴은 특성이 은유  의미를 충분히 세 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

제가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고정 지시나 

직  지칭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단칭 명제와 고정 복합 개념을 포

함하는 명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

능세계 의미론이라는 형식  자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능세계 의미론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고 그

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발생하는 문

제 역시 가능세계 의미론이 본래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하지 않아 보인다. 카 란도 특성 개념을 사용하지만 카 란의 의

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는 특성 개념과 가능세계 의미론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 애 에 

스턴이 같은 의미론 층 에 있는 의미들 사이의 의존 계를 설명하려

152)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pp.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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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능한 임무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은유가 고유한 구

문  식별 요소까지 갖춘 독립 인 문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축자  

의미에 의존하지 않으면 은유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매우 

이상하게 들린다. 축자  의미를 악할 때는 은유  의미를 먼  알아

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동등한 의미론  

상이라면 왜 항상 하나만 다른 하나에 의존하여 그 의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 은유  의미가 항상 축자  의미에 의존해서 결정된다면, 

통  화용론에서 주장하듯이 은유  의미는 이차  의미라고 간주해

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 까지 맥락  요소를 형식 의미론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은

유  의미를 의미론의 역으로 가져오려는 스턴의 시도를 살펴보았다. 

그의 이론은 은유  의미를 형식 의미론의 틀 안에서 매우 체계 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유의 요 특징인 이 성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데이비슨은 은유  의

미나 은유  참 개념을 통해 은유에서 단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

하려는 시도는 은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은유  

의미나 은유  참이 은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가 이들 개념을 

설명하게 된다고 지 한 바 있다. 스턴은 은유  의미나 은유  참 

신 은유  어휘인 Mthat을 도입하여 은유를 의미론에 포함시키려고 시

도하 다. 하지만 결국 스턴의 Mthat 개념도 그것이 은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은유에 의해 Mthat 개념이 설명되는 양상을 보인다. Mthat의 이

론  거가 되는 카 란의 Dthat은 스턴이 지 하는 것처럼 속성 신 

개별자를 내용으로 선택한다는 에서만 Mthat과 다른 것이 아니다. 

Dthat은 한정 기술구를 지시  용법으로 만들지만, Dthat이 사용되지 않

더라도 실제 우리 언어는 순수하게 지시 용법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가

지고 있다. ‘이것(this)’ ‘ 것(that)’과 같은 지시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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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시사의 용법에 의존하여 Dthat은 한정 기술구가 이러한 지시사처

럼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

만 Mthat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 언어에는 그 자

체로 은유 으로만 사용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Mthat

[‘태양이다’]와 같은 어휘는 일상 인 언어의 사용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 스턴은 은유  어휘의 용법에 근거하여 Mthat을 설명하는 신 

Dthat과의 유비를 통해 Mthat을 규정하고 있는데, 언어의 지시  사용과 

은유  사용은 그것이 맥락 의존 이라는 것 외에 근본 인 공통 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이 유비는 은유  어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

기에 충분치 않다. 

  은유를 형식 의미론에서 다루려는 스턴의 시도는 많은 문제 을 드러

낸다. 하지만 스턴이 자신의 이론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사용한 개

념들은 은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다는 에서 스

턴의 이론은 은유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간 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

다. 우선 그는 은유  의미와 진  단이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 다. 스턴의 이론에서 은유  의미는 특성에 해당하지만 진  여

부는 내용에 해 평가된다. 즉 은유  의미는 진  단 여부로 결정

되지 않고 신 해석에 해 진  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해석이 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진  단을 할 수 있는 명제  

내용뿐 아니라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 다시 말해 은유  의미  특성은 진  단의 상이 아닌 의미이

며, 내용은 진  단의 상이기는 하지만 진  여부를 단할 수 있

는 문장으로 완 히 환원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은유 해석의 풍부성을 설명하기 해 제시된 ‘ 시’ 개념

은 은유  해석이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 다. 스턴은 은유의 해석이 풍

부한 내용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지시체가 시하는 속성이고 이 속성

은 지시체가 속한 체계의 다른 상들과의 계를 반 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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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이것은 은유의 내용이 단지 특성, 내용, 지시체라는 고립된 

단선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 상이 속한 일련의 체

계와 그물망 같은 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은유의 내용

이 어떻게 복잡한 구조  계 속에서 결정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턴이 도입한 ‘축자  매체’라는 개념은 은유의 이

성을 설명하기 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올바르게 지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비록 스턴이 근거하고 있는 의미론 체계는 이 개념을 통

해 은유  의미가 어떻게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지를 보여  수 없는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러한 의존 계가 언

어 표  자체에 근거를 둔다고 지 한 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는 같은 언어 표 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의미

의 의존 계에 한 설명은 바로 그 공유 지 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

각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은유의 작용

을 설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마지막 장에서 다 질 것이다. 

   

3.7 이 장의 결론

   은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진  여부를 단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 까지 은

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은유에서 핵

심이 되는 비교 과정 자체를 은유의 의미로 간주하는 방식은 은유  의

미에 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 인 이해를 반 한다. 그러나 은유

 의미에 한 이러한 단순한 설명은 은유의 구체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두 상이 비교된다는 사실로부터 은유  

의미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은유의 언어  특성으로 부터 은유  의

미를 찾거나 비교 과정을 좀 더 분석하여 구체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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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의 비교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은유의 언어  형식만을 이용하

여 은유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의미’를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의미를 엄격하게 규

정할 경우 ‘은유  의미’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은유는 

문자 그 로의 의미 외에 다른 어떤 내용도 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면 의미론  규칙뿐 아니라 화용론  규칙에 의해 결정되

는 것도 의미로 인정한다면 은유  의미는 화용론  의미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문제는 일련의 화용론  규칙을 통해 의미를 도

출할 수 있는 은유는 죽은 은유나 습화된 진부한 은유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즉 의미론  규칙이나 화용론  규칙을 통해서는 은유  의미

에 한 일반 인 이론을 제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은유의 내용이 비교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직 을 여 히 유지하면

서 은유  의미를 더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 은유 표 과 련된 믿

음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통찰

을 은유가 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이론도 고려해 보았다. 이러

한 근법의 문제는 구체 으로 기술할 수도 없고 진  단을 할 수도 

없는 내용에 해서 어떻게 의미의 지 를 부여할 수 있는지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유  의미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

은 애 에 의미의 기 을 무 높게 상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는 일상 으로 언어를 그 게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은유가 이러한 기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상이 아

니라 당연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은유  의미뿐 아니라 다른 언어  

의미들도 사용된 맥락에 의해 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이해된다

면 은유  의미가 규칙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은유뿐 아니라 모든 언어  의미를 느슨하

게 규정하면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는 은유의 핵심 인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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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설명하기 해서는 우선 축자  의미가 규정되어야 하는 데 모든 

의미가 맥락에 따라 규정된다면 이러한 구분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의미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이나 느슨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모두 

은유  의미를 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단된 상황에서 스턴은 돌

구를 마련하는 신 인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 그것은 바로 은유  

의미를 가장 엄격한 형식 의미론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턴은 카 란의 의미 삼분법과 Dthat 개념을 은유  의미의 설명에 

용하여 은유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식 의미론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스턴은 Mthat이라는 조작어를 도입하여 은유  의미를 형

식 의미론 틀 안에서 체계 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 다. 

하지만 그의 이론 역시 은유의 이 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

러내고 말았다.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한다는 이 성의 기

본 제가 은유  의미를 의미론에 포함시키는 스턴의 이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은유  의미를 형식 의미론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비록 성

공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은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

향이 제시되었다. 

  스턴의 실패는 은유  의미 탐구를 한 세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첫째는 은유가 달하는 모든 내용이 엄격한 진리조건을 만족시킬 필요

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은유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언어 표

과 그것의 축자  의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 의 의미가 다

른 의미들과 맺고 있는 체계 인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는 은유의 요한 특징인 이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출발 으

로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언어 표 의 역할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은유  의미 이론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이 세 

가지 교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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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무 진리조건에 엄격하게 맞추려고 했거나, 진리조건을 

무 무시했거나, 다른 의미들과의 체계 인 계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은유의 이 성에 주목하지 못했거나, 이 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있

다. 이 장에서 얻은 교훈들을 토 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교훈

을 비교  충실히 반 하는 이론들이 은유의 내용을 얼마나 성공 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43

4. 은유의 해석과 확장

   지 까지 2장과 3장을 통해 은유의 핵심을 구성하는 비교의 과정은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그리고 은유가 달하는 내용은 이러한 비교 과

정과 어떤 계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은유에 특징 인 비교 과정은 의

미, 감정,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해당하는 심  상태는 명확하게 진 를 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고 비교 과정으로부터 어

떤 명제  내용도 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 과정으로 인한 심  상태 자체를 명제화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심

 상태  합리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 를 단할 수 있

는 문장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게 문장

으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은유가 달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은유의 비교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들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 으로 맥락에 포함시킨 다음, 의미와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  단이 가능한 은유  의미가 도출된다는 

식으로 개된다. 

   하지만 이 게 문장으로 기술될 수 있는 내용만을 은유의 내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은유의 내용에서 은유  특징은 사라지게 된다. 3장에서 

검토해 보았던 은유  의미에 한 많은 이론들은 은유를 언어  의미

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은유의 특징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은유는 분명히 언어  의미와 계가 있

지만 언어  의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추가 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

다. 3장의 끝 부분에서는 은유  의미를 의미론 으로 설명하려고 시도

했던 스턴의 은유 이론이 그 자체로는 성공 인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은유의 내용에 한 요한 힌트를 제시한다고 지 한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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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한 ‘ 시(exemplification)’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시는 

언어 표 의 지시체가 갖는 두드러진 속성에 주목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속성이 그 지시체가 속한 체계 체에 속하는 다른 속성들과도 련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은유  내용의 풍부함은 단지 

그것이 명제화할 수 없는 종류의 내용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

라 은유 표 이 축자 으로 가리키는 상이 속한 체계 체와의 계

를 반 하기 때문이다. 

   은유의 내용이 은유 표 의 축자  지시체가 속한 체계에 의존한다

는 통찰은 은유가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은유

의 확장이라는 상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1장에서 보았듯이 은유의 확

장이란 하나의 은유가 성립할 때 그 은유 표 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

하는 표 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은유들이 만들어지는 상을 말한다. 1

장에서 보았던 은유 확장의 사례와 함께 좀 더 문학 인 사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1) ATM이 내 카드를 삼켰다.

(1-1) ATM이 내 카드를 삼켰다가 씹은 다음 뱉어냈다.153)

(2) 쟁은 지옥이다.

(2-1) 장군들은 악마들이고, 피 흘리는 보병들은 고통 받는 죄인들, 

폭탄의 폭발은 원한 지옥의 불이다.154)

    (3) 얼굴은 책이다.

    (3-1) Read o’er the volume of Young Paris’ face,

And find delight writ there wit beauty’s pen;

153) Josef Stern, "Metaphor, Literal, Literalism", Mind and Language, Vol. 21, 

No. 3, 2006, pp. 250-252

154) Berys Gaut, “Metaphor and the Understanding of Art”,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vol. 97,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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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every married lineament,

And see how one another lends content;

And what obscur’d in this fair volume lies

Find written in the margent of his eyes.

This precious book of love, this unbound lover,

To beautify him, only lacks a cover. (Romeo and Juliet; I, iii)

은 패리스 백작의 용모를 책 읽듯이 잘 살펴보고

아름다움이 그 펜으로 거기에 써 놓은 즐거움을 찾아내도록 하여

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목구비를 모조리 살펴서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서로 잘 어울리는지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용모라는 책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분의 두 이라는 주석에 쓰여 있으니 찾아내도록 하여라.

이 사랑이라는 귀 한 책은 아직 제본되지 않은 책과 같은 애인

이니,

다만 표지만 우면 아름다운 책이 될 것이니라.155)

(1)이 (1-1)과 같이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삼키다’ ‘씹다’ ‘뱉

다’와 같은 표 들이 모두 먹는 행 라는 의미 집합에 속하기 때문이

다.156) (2)가 (2-1)과 같이 확장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장군’ 

‘보병’ ‘폭탄’은 ‘ 쟁’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하고 ‘악마’ 

‘죄인’ ‘지옥의 불’ 역시 ‘지옥’과 같은 의미 집합에 속한다. 

(3-1)에서 ‘content’, ‘pen’, ‘written', 'cover', 'volume'과 같은 표

들이 은유 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표 들이 모두 'book'과 

련된 의미 집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155) Shakespear, Romeo and Juliet, 수 역주, 출 사, 1990. p. 73

156) Josef Ster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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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의 내용이 은유 표 의 축자  의미 집합과의 계를 반 한다

는 가정은 은유의 내용을 악하는 데 언어 표 이 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함축한다. 은유가 어떻게 내용을 달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언어 표 과 련된 의미나 개념들의 구조를 포함하고 이에 한 설명

을 제시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의 구조  

계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들의 주장과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4.1  개념과 어휘의 상호작용

  리차즈는 은유의 의미를 악하는 데 단어들 사이의 계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일찍이 주목하 다. 그는 단어나 기호에 고유한 의

미가 있다고 여기는 기존 이론들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단어나 

기호의 의미는 부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계 속에서 결

정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맥락주의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리차즈는 맥락 에서도 어떤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결정되는 상에 특히 주목하 다. 그는 이러한 생

각을 더욱 확장하여 실제로 함께 사용된 단어들뿐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용되거나 생각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계에서 그 단어를 뒷받침하는 

발화되지 않은 단어들도 의미 생성에 여한다고 주장하 다.157) 맥락주

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리차즈는 이 게 단어들이 상호 계를 통해 의미

를 획득하는 상은 부분의 발화에 용되는 일반 인 것이지만 은유

에서는 이러한 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은유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함께 작용하고 하나의 단어 는 구에 

157) Ivor Armstrong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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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뒷받침되는 별개의 사물들에 한 두 가지 생각을 갖는데, 이 단어나 

구의 의미는 두 사고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158) 

(원문: [W]hen we use a metaphor we have two thoughts of different 

things active together and supported by a single word, or phrase, whose 

meaning is a resultant of their interaction.)

리차즈는 이 게 간략한 은유 개념이 실제 은유 분석에 사용되기 해

서는 ‘두 가지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유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생각들을 구분하기 해 본의

(tenor)와 매체(vehicle)라는 용어를 제안하 지만 각 용어에 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 이 새로운 문 용어는 이미 잘못된 

사용으로 오염된 기존 구분법159)에 비해 은유 개념을 오도할 가능성이 

고 은유의 작용을 더 편리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을 몇 

가지 용례를 통해 보여  뿐이다. 

가장 요한 은유의 용법은 매체와 본의가 공존하여 그들의 상호 작용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의미를 낳는다는 것이다.160)

“그러한 복잡한 비유들은 주된 주제를 강한 빛에 놓는 것이 아니라 구

름 속에 감춘다"라는 문장에서 빛은 매체이다.161)

리차즈는 본의와 매체를 단어가 아닌 생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가 제시하는 용례에서는 ‘매체’가 단어를 지시하는 것처럼 사용되기

도 하기 때문에 혼란을 다. 리차즈의 은유 이론은 그 자체로 성공

158) Ibid. p. 93

159) Ibid. p. 96 리차 가 시하는 본  매체  에 상 하지만 잘못   

들 는 ‘원래  생각/빌  생각,’ ‘실  말해지거나 생각  것/ 것  비

는 것,’ ‘ 본  생각/상상  본 ,’ ‘주요 주 /그것과 닮  것’ 그리고 욱 란

스럽게 하는 ‘ 미/ ’ 는 ‘ /그것  미지’ 등  다.

160) Ibid. p. 100

161) Ibid.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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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한다기보다 이후 은유 이론에 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앞서 보았던 블랙도 리차

즈의 상호작용 이론의 향을 받은 이론가들  한 사람이다. 

  블랙은 본의와 매체의 상호작용이라는 리차즈의 주요 개념 구분 방식

은 수용하지만 리차즈가 애매하게 사용했던 본의/매체라는 용어를 틀

(frame)과 (focus)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일 성 있게 문장에 나타난 

언어 표 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하 다. 블랙은 어떤 문장이 은유

라고 할 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어도 하나는 은유 으로 

사용되고 어도 하나는 축자 으로 남아 있다고 제하고 이 문장에서 

문자 으로 남아있는 단어들을 틀이라 칭하고 은유화된 단어들을 

이라고 한다.162) 블랙은 때로 주요 주제어와 보조 주제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은유 문장에서 각각 틀과 을 가리키는 다른 표 이다. 를 들어, 

(4) 인간은 늑 이다.

라는 은유에서 ‘인간’은 틀 는 주요 주제어이고 ‘늑 ’는  

는 보조 주제어이다. 

   리차즈가 강조했던 생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 역시 블랙에 

의해 좀 더 구체화된다. 이것은 언어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표 인 믿

음 집합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된다. 블랙은 이러한 믿음 집합을 

‘연 된 평범한 사실들의 체계(system of associated commonplaces)'라

고 명명한다. 은유에서는 보조 주제어의 평범한 사실 체계가 주요 주제

어에 한 사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향을 다. 를 들어, (4)에서 인

간이 가진 특징들 에서 늑 의 특징들과 유사한 것들이 부각되고 그

지 않은 특징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인간과 련된 믿음 

162) Max Black, “Metaphor”, Models and Metaphors: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p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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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블랙의 표 을 그 로 인용하면

늑 -은유가 어떤 특징들은 억압하고, 다른 특징들은 강조하면서 인간에 

한 우리의 을 조직한다.163) 

여기서 늑 와 연 된 평범한 사실들의 체계는 즈나 필터와 같은 역

할을 하여 새로운 인간 련 믿음 체계가 조직될 수 있도록 한다. 

   블랙의 은유 이론에서 가장 핵심 인 내용은 ‘연 된 평범한 사실

들의 체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심 개념 자체에 많

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연 된 평범한 사실들의 체계’라는 것

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통념이기 때문에 은유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추가되는 요소가 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은 맥락  요소가 은

유  의미에 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164) ‘연 된 평

범한 사실들의 체계’가 갖는  다른 한계는 이러한 체계가 해당 은유 

표 에만 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블랙의 은유 이론이 은유의 확장

을 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블랙은 은유 문장에 나타

나는 술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 술어가 속한 범주의 역할에 주목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165) 

   은유의 확장이라는 상에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굿맨이다. 굿

맨은 은유가 작동할 때 술어들이 단독으로 기능하는 신 그 술어가 속

한 그룹이 작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술어는 상호 배타 인 다른 

술어들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를 들어, ‘빨강’이라는 술어는 

이와 배타 인 ‘노랑’ ‘ 랑’ ‘보라’라는 술어들과 함께 ‘색’

이라는 그룹을 이루는데 ‘빨강’이 은유 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개별

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그것이 속한 ‘색’이라는 그룹 체가 작용한

163) Ibid. pp.40-1.

164) Eva Kittay, Metaphor: Its Cognitive Force and Linguistic Structure, 

Clarendon Press, 1987, p. 31-2

165)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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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166) 굿맨에게 은유는 익숙한 상에 용되던 술어가 낯선 

상에 용되는 것이다. 를 들어, 무게에 용되는 술어가 소리에 

용되거나 온도를 가리키는 술어가 색에 용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익숙한 역의 술어가 다른 역에 용될 때 다른 제약은 없지만 일단 

다른 역에 용되면 이  역에서 사용되던 질서를 그 로 물려받게 

된다. 를 들어, 온도를 가리키는 술어는 색에 용되거나 소리에 용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온도 술어가 색 술어에 용되면 온도 술어들의 

질서가 그 로 색 역에도 용된다. 따뜻한 색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온도 술어에 속하던 ‘차가운’ 색도 있을 것이고 색 A가 따뜻한 색이

고 색 B가 A보다 더 따뜻하다면 B는 다른 더 따뜻한 색 C에 비해 더 

차가운 색은 될 수 있지만 B 자체는 차가운 색이라고 할 수 없다.167) 

  하지만 굿맨의 은유 이론은 합한 은유  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지 못했다. 단지 일상  술어 집합이 비일상 인 역에 용

된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설명한 두 의미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굿맨의 유명론  입장으로 인해 그의 술어 집합은 

요한 내용을 의미로 확보하기 어렵다. 굿맨에게 어떤 술어가 축자

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은 그것을 습 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다. 앞서 로 든 온도 술어는 온도 역뿐 아니라 성격, 색, 는 감각

을 나타내기 해서도 흔히 사용된다. 온도 술어가 온도 역에 사용될 

때 그 술어들이 축자 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단지 그

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 졌기 때문이다. 온도 술어를 색 역에 용

하는 것이 은유  사용이 되려면 단지 온도 술어가 색 역에 용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온도 술어와 온도 역 사이의 계가 색 역에 

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술어와 상 사이에 어떠한 본질  계로 인

정하지 않는 굿맨의 이론에서는 아무리 그 사용이 익숙하다고 해도 술

어 자체가 아닌 술어와 상의 계까지 다른 상에 용할 수는 없

166) Nelson Goodman, Languages of Art, 2nd ed.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6, p. 71-2

167) Ibid. p.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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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굿맨의 체계는 굿맨이 은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부 한 

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온도 술어가 온도 역과 아무리 오랫동

안 친 한 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실혼의 계이지 법

인 혼인 계가 아니다. 따라서 온도 술어가 색 역과 새롭게 친

한 계를 맺더라도 이것은 기혼자의 부 한 계가 아니라 단지 자

유 연애자의 새로운 계일 뿐이다. 굿맨의 유명론  입장은 이처럼 축

자  의미 역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 의미 역

과 새로 개척된 의미 역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은유의 기반을 설정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168) 

   지 까지 살펴본 리차즈, 블랙, 그리고 굿맨의 은유 이론들은 은유에

서 술어나 개념들이 체계 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다. 키테이

(Eva Kittay)는 이러한 기존 이론들의 제를 받아들이되 이들의 문제

을 보완하여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은유 이론을 제시한다. 키테이는 

우선 리차즈로부터 매체(vehicle)라는 용어를 받아들인다. 매체라는 개념

은 은유화하는 표 이 의미를 이동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

기 때문이다.169) 리차즈는 매체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키

테이의 매체는 은유화되는 표  자체와 그 표 이 달하는 축자 인 

내용을 모두 가리킨다. 그리고 이 은유  표 에 의해서 달되는 이차

인 내용을 주제(topic)라고 한다. 매체와 주제는 은유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음의 를 통해 매체와 주제가 어떻게 구분

되는지 살펴보자. 

(5) 이 남자는 나의 어머니다.

(5)는 어떤 것이 매체인지를 결정하기 애매한 은유의 사례이다. ‘이 남

자’가 은유 으로 사용된 표 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은유 으로 

168) Kittay, op. cit. p. 193-5

169)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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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키테이는 이러한 애매성을 해결하기 

해 해당 맥락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다. 즉 매체는 해당 맥락에서 부 한 표 이고 주제는 조화를 이룬다.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5)를 발화하는 맥락에서, 이 남자를 ‘어머니’

라고 하는 것은 부 하므로 ‘어머니’는 매체가 된다. 반면 이 남자

가 자상하게 나를 보살펴 다거나 사소한 일들에 지나치게 심을 보이

고 간섭한다는 내용은 이 맥락에 하므로 이것은 이 문장의 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 게 맥락에서 한지 여부를 통해 애매성을 해결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를 가리키며 (5)를 발화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남자’라고 하는 것이 부 하고 어머니의 강인함이라는 한 주

제를 달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애매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에는 ‘이 남자’가 매체가 된다.170)

  키테이는 한 블랙의 ‘연 된 평범한 사실들의 체계’로부터 믿음

의 집합을 취하고 굿맨의 의 도식(schemes)으로부터 술어 집합을 취해

서 ‘의미장’ 개념으로 발 시켰다. 블랙은 일차 주제어와 연 된 평

범한 사실들의 체계와 이차 주제어와 연 된 사실들의 체계들이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키테이는 하나의 의미장에 매체와 주제

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테이의 의미장 이론에서는 언

어 표 이 언어 체계에 속하지 않고는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은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체와 주제가 의미장보다 먼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171) 이것은 블랙과 굿맨의 이론이 소쉬르 언어학을 기반으로 통

합되었음을 보여 다.  

   키테이는 이처럼 다양한 이론들의 개념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의미장 

이론(semantic field theory)을 확립했다. 이제 의미장 이론이 은유를 어

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만족스러운 설명인지 검토해 보자. 

170) Ibid. p. 25

171)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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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의미장 이론

  키테이의 의미장 이론은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소쉬

르의 이론에 따르면 기표 체계(signifiers)와 개념 체계(signified)가 서로 

병치됨으로써 의미화 작용과 실질 인 기호 체계(a system of positive 

signs)가 나타난다. 이 기호 체계에 있는 기호들은 서로 구분될 뿐 아니

라 지칭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호 체계는 기표 체계와 개

념 체계가 병치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기표와 기의를 개별

으로 고려할 수 없고 반드시 기호들 사이의 계와 기호의 의미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172)

  키테이의 이론에서 기표들의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어휘장(lexical 

field)이다. 이것은 해석되지 않은 어휘 항목인 이블들의 집합으로 이

루어진다. 그의 이론에서 기의에 해당하는 것은 내용 역(content 

domain)이며 이 역에서 어휘장의 요소에 한 해석이 결정된다. 이 

역은 용어의 정보  내용을 제공하는 지각 , 문화 제도  는 개념

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의미장은 어휘장을 내용 역에 용할 때 생

성되는데, 이 때 어휘장과 내용 역이 완 히 응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역 에서 어휘장에 있는 이블들이 용되는 부분을 형식화된 

내용(formed content)이라하고 그 지 않은 부분을 형식화되지 않은 내

용(unformed content)이라고 한다.173) 

  의미장에 있는 어휘들은 단순히 어휘장에 모여 있는 이블들과는 달

리 서로 체계 인 연  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는 크게 계열

(paradigmatic) 연 과 통합 (syntagmatic) 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어들이 계열 으로 연 되어있다는 것은 구문 으로 유효한 문자열에

서 어떤 용어를 다른 용어로 체해도 여 히 그 문자열이 구문 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를 들어, <색: 빨강, 노랑, 랑, 녹색, 흰색, 검정 

172) Ibid. p. 220-221

173) Ibid. pp.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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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계열 으로 연 된 어휘들이기 때문에 ‘빨강’이 들어가는 문장

에 신 ‘녹색’을 넣어도 문법 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이러한 계

열  계를 나타내는 것은 유의어(낡은, 오래된), 반의어(큰, 작은), 상

어/하 어(새, 까치), 부분/ 체(손가락/손) 등이 있다.174) 

  통합  계는 주어진 의미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기본 문장 구조를 

가리키거나 특정 의미론  고려사항들이 주어질 때 어떤 연결이 가능한

지를 지정하는 규칙  계를 가리킨다. 를 들어, 어떤 요소들이 낚

시의 의미론  장을 구성하는지는 의미론  조  유사 계에 의해 

지배된다. ‘낚시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포함하는 

일반 인 용어이다. <낚시: 바늘낚시, 그물낚시, 작살낚시, 견지낚시> 낚

시라는 행 가 있다면 그 행 의 상이 되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물고기: 송어, 연어, 농어 등> 마찬가지로,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낚시 

도구도 낚시와 련된다. 이 게 다양한 어휘 집합들이 낚시와 련되

어 있으며 “어부는 송어를 낚기 해 낚시를 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문장의 문법을 유지하면서 재 어휘를 각 어휘 집

합에 속하는 다른 요소로 바꿀 수도 있다. 계열  계가 어떤 요소들

이 서로 체될 수 있고 그 체의 성격이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등을 

지정한다면, 통합  계는 계열  집합의 요소들이 해당 의미장의 의

미론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요소들을 지정한다.175) 

   의미장에서 어휘들은 이처럼 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 의미장이 다른 개념체계에 용될 때에도 그 로 유지된다. 

은유는 바로 매체의 의미장이 주제의 내용 역에 용될 때 발생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 해서는 앞서 보았던 은유의 매체와 주제에 한 설

명을 의미장 개념을 통해 다시 표 할 필요가 있다. 앞 에서 키테이

는 은유의 매체는 그 표 과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주제는 이차  내용

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의미장 개념을 통해 다시 표 하자

174) Ibid. pp. 231-244

175) Ibid.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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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체는 어휘장과 내용 역이 결합된 의미장이고 주제는 내용 역

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은유는 매체의 의미장이 주제의 

내용 역에 용되어 새로운 의미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유가 아닌 일반 표 의 경우 어휘장이 내용 역에 용되어 의미

장이 형성되지만 은유는 이미 어휘장과 내용 역을 포함하는 의미장이 

일반 표 의 어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매체와 주

제 개념을 의미장과 련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이

론이 실제 은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체 인 를 통해 알아보자. 

라톤의 테아에테투스 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산 에 비유하고 있

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산 이다’라는 은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은유에서 매체(vehicle)에 해당하는 것은 ‘산 ’이다. 의미장 이

론에 따르면 이 표 이 개별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이 속

한 의미장 체가 상 내용 역의 구조에 향을 다. 우선 ‘산

’라는 매체가 어떤 개념들과 연결되는지 알아보자. 산 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미약이나 마법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돕거나 

방해하는 사람이다. 그 다면 산 술이라는 개념은 산 , 산모, 아기, 출

산, 도움, 방해, 미약, 마법이라는 요소들과 모두 련된다. 산모가 아기

를 낳을 때 도움을 주는 이러한 행 는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이 옳은 개

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행 에 응시켜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학생이 참된 개념을 창조할 때 변증술을 이용하여 이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이 게 산 술과 변증술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하면 산 술의 

의미장을 변증술의 내용 역에 응시켜 은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때 ‘산 ’라는 매체는 개별 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이 

속한 의미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산 술 은유는 단지 출산 과정에만 국

한되지 않고 매, 결혼,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산 는 훌륭한 통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처음에 알맞은 짝

을 지어주고, 가 임신을 했는지를 방 알아볼 수 있으며, 태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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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에서 무사히 자라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한 태어난 아기

와 산모를 보살핀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학생에게 합한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이 질문을 잘 발 시켜 참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소크라테스는 산 술 은유를 통해 기존 교육 개념과 다른 새

로운 교육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소크라테스 시 뿐 아니라 오늘날에

도 일반 인 교육 개념은 교사가 학생에게 책의 내용이나 자신의 지식

을 가르쳐서 학생이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식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 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산 술 은유에 의해 변화

된 교육 개념의 구조에 따르면 교사, 즉 소크라테스 스스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참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76) 

  라톤의 산 술 은유에서 산 술과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이 모든 

측면에서 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일치는 그 방식에 따

라 은유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일치에는 실질

인 불일치와 계 인 불일치가 있는데, 실질 인 불일치는 은유가 

서로 다른 두 역을 응시키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일치이

다. 를 들어, 산 술은 여성의 몸을 상으로 하지만 변증술은 남성의 

혼을 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계  불일치는 해

당 역 안에서의 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를 들어, 산

술 의미장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아기는 아기, 유아, 신생아라는 유의

어 계를 나타내지만 변증술의 개념 역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참 는 거짓이라는 조 계를 나타낸다. 산 술 은유에서 이러한 

계  불일치는 두 역의 유비 계를 깨뜨림으로써 산 술에 비해 변

증술이 더 우 에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177) 

  지 까지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미장 이론에서는 어휘들이 

176) Ibid. p. 278-287

177) Ibid. pp. 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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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장이라는 계  구조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은유의 확장

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소크라테스의 산 술 

은유는 출산뿐 아니라 그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매, 결혼, 임신에

서부터 이후 단계인 산후조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산 술의 의미장

에 포함된 것은 시간 순으로 배열된 계들의 계열  집합이기 때문이

다. 물론 은유의 확장은 이보다 더욱 구체 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다. 

를 들어, 학생이 질문에 한 답을 낼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출산의 고통에 비유될 수 있고, 답을 내 놓은 후에 허탈한 느낌을 갖는

다면 이는 산후 우울증에 응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키테이는 

은유의 이러한 특징을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 부르는데 소크라테스

의 산 술 은유처럼 생산성이 뛰어난 은유는 좋은 은유로 평가된다.178) 

  그리고 은유에서 매체의 의미장이 주제의 내용 역에 응된다는 설

명은 은유가 어떻게 말로 표 할 수 없는 개념을 달하는지를 보여

다. 매체(vehicle)가 속한 의미장에는 어휘장과 내용 역이 모두 있지만 

이것이 주제의 내용 역에 응될 때, 이 내용 역이 원래 속해 있던 

의미장에는 매체의 어휘에 응되는 어휘가 없을 수 있다. 를 들어, 

산 술 의미장에는 ‘임신’이라는 어휘와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산 술의 의미장 구조가 응되어 새로 구조화된 교

육 역에는 해당 개념은 형성되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179) 앞에서 키테이는 바로 이러한 경우처럼 내용 역에서 해당 

어휘가 없는 내용을 형식화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 해당 어휘가 있

는 형식화된 내용과 구분하 다. 일반  표 의 의미장에서 형식화되지 

않은 내용은 이에 응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직  표 될 

수 없지만 은유에서는 매체의 어휘를 통해 주제의 형식화되지 않은 내

용이 표 될 수 있다. 즉 은유에서는 매체 역인 산 술 의미장의 

‘임신’이라는 표 이 교육 역의 해당 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

178) Ibid. p. 286

179) Ibid. p. 284



158

하기 때문에 교육 역의 어휘로 표 할 수 없는 개념을 표 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은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로 표 할 수 없는 것을 가

리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키테이의 이론에서 매체의 언어 표 은 주제의 내용을 달하는 역

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매체의 어휘가 주제의 내용을 달

하게 되더라도 원래 매체의 내용 역 역시 그 로 유지된다. 산 술 

은유에서 ‘산 술’이라는 표 이 새로운 교육 체계라는 개념을 달

하지만 이 표 의 원래 개념인 출산을 돕는다는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즉 은유에는 두 개의 내용이 공존한다. 은유 표 이 두 개의 내

용을 달할 수 있는 것은 은유에서는 매체가 일반 인 의미 작용의 언

어 표 에 해당하고 주제가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태

양’이라는 표 이 일반 으로 사용되면, 이 표 과 태양의 의미가 만

나서 실제 태양을 가리키는 기호가 된다. 반면 은유 으로 사용되면 

‘태양’이라는 표 과 그것의 의미가 함께 매체가 되고 리엣이라는 

주제를 만나서 리엣의 새로운 측면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1장에

서 보았듯이 일반 언어 표 은 의미를 달할 뿐 아니라 사회 문화  

함축과 가치를 함께 달하는데 이러한 함축과 가치는 언어 표  자체

에 묻어 있다고 표 할 수 있을 만큼 불가분의 계에 있다. 은유에서

는 매체가 언어 표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체에는 사회 문화  가치

와 함축뿐 아니라 축자  의미까지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함축  기호(connotative semiotic) [의미를 제외한 가치와 함축 등 추가  

정보를 달하는 기호]는 은유의 이  의미론  의미를 표 하기 해 생생

하게(graphically) 기능한다. [...] 은유의 함축 구조(connotative structure)에 의

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블, 즉 일련의 철자 는 음성이 동시에 두 가지 개

념  내용을 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180)    

180) Ibid.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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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로 인해 은유에서 축자  내용 역이 여 히 작동하게 되

고 문 (1)에서와 같이 은유가 확장될 때 매체의 의미장에 있는 어휘들

의 유사  조 계를 반 하게 되는 것이다.181) 키테이는 어휘장과 

내용 역을 포함하는 매체가 내용 역을 갖는 주제에 응되는 은유

의 특유한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은유  의미가 악된 후에도 여 히 

축자  의미가 작동하는 은유의 특징 인 상을 설명하 다.

   키테이의 은유 이론은 지 까지 검토해온 이론들 에서 은유의 다

양한 특성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미장 이

론에서는 표 과 의미의 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 역에는 지

각 , 문화 제도 , 개념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은유의 맥락 

의존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한 의미장 안에서 어휘들의 계열 , 통

합  계를 갖는다는 것을 통해 은유의 확장 한 자연스럽게 설명된

다. 마지막으로 은유의 의미장에는 어휘장과 개념 역이 함께 다른 개

념 역에 응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가 모두 

활성화되는 은유의 특징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키테이는 언어 표 이 고정된 의미를 갖는다거나 다른 의미

를 생시키는 더 기본 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를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의존 계

를 설정하는 것은 그의 이론  토 와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키

테이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요소들을 

땜질하여 연결시키려고 시도하 다.

독자는 [...] 의미 분리주의 이론에 한 비 과 그라이스의 불변 의미

(timeless meaning)와 실제 불변 의미(applied timeless meaning)에 의존하는 

일차 의미에 한 설명 사이에 어떤 긴장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 이 게 

표면 으로 충돌하는 견해들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해야 할까? 아니면 불변 

181) Ibid.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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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실제 불변 의미라는 개념을 단지 포기해야 할까? 어떻게 의미에 

한 계  이론을 옹호하면서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의 구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한 수정을 통해 이 모든 개념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다. [...] 나는 여기 제시된 이론의 들을 땜질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

나 나는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내놓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182) 

   하지만 이 땜질은 문제를 해결해주기 보다는 문제를 더 두드러져 보

이게 하는 것 같다. 우선 키테이가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를 구분

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6) 그는 도끼를 빠뜨렸다.

(7) 그는 편지에 요한 말을 빠뜨렸다.

(8) 친구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세 문장은 모두 ‘빠뜨렸다’는 표 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조

씩 다르다. 그 다고 동음이의어가 될 만큼 완 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6)-(8)에서 ‘빠뜨렸다’의 의미들은 서로 유비 계에 있

기 때문에 다의어들로 보는 것이 합하다. 이 에서 (6)과 (7)에서 

‘빠뜨렸다’는 일차 의미로 분류되고 (8)은 이차 의미로 분류된다. (6)

에서 ‘빠뜨리다’는 특정 맥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표 이 갖는 가

장 기본 인 의미인 깊은 곳에 떨어져 잠기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

기 때문에 일차 의미이다. (7)은 ‘빠뜨리다’의 기본 인 의미와 련

되지만 (7)에서 ‘빠뜨리다’를 이해하기 해 (6)의 의미를 반드시 떠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7) 역시 일차 의미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8)에서 ‘빠뜨리다’는 ‘함정’이라는 표 과 함께 쓰여서 깊은 곳에 

떨어져 잠기게 한다는 기본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의미가 이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는 아니다. (8)에서 ‘빠뜨리

182) Ibid.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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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다는 비유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원래 

기본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차 의미로 분류된다.183) 

   이러한 일/이차 의미의 구분은 은유  의미에 한 데이비슨의 비

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일/이차 의미의 구분을 통해 은유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은유의 특성에 맞춰 일/이차 의미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은유에 한 이해가 축자  의미에 의존한다는 은유의 특

성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키테이의 의미장 이론에서 일/이차 의

미를 구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의미들 사이에 우선순

를 부여하는 것은 키테이의 계  의미 이론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구분을 비 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184) 더욱이 일

차 의미와 이차 의미의 구분에 한 의 설명은 은유를 한 이차 의

미를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차 의미 안에서도 기본 의미와 생 

의미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차 의미들 에서 (6)과 

(7)은 서로 유비 계에 있지만 (7)이 (6)으로부터 생되기 때문에 (6)이 

더 기본 인 의미가 된다. 이것은 (6)에 의존하는 은유는 있지만 (7)과 

같은 생 의미에 의존하는 은유는 없다는 사실로부터 추가로 지지된

다. 이처럼 은유를 의미론에 포함시키기 해 의미론 안에 두 층 의 

의미를 도입하는 방식은 자기모순  결과를 래한다. 

   앞 장에서 스턴은 맥락을 도입한 형식 의미론을 통해 은유가 의미론

 상임을 주장했지만 은유의 이 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론

과 상충하는 것을 보았다. 키테이는 스턴과는 다른 이론  토 를 가지

고 있지만 역시 은유를 의미론  상으로 보았고 스턴과 마찬가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은유에서 경험

되는 이 성을 두 가지 의미에 한 경험으로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고, 

그에 앞선 더 근본 인 원인은 은유의 내용을 언어의 의미로 한정하고 

의미론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이론  배경

183) Ibid. p. 151

184) Ibid. pp. 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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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두 의미론이 모두 은유  의미를 해명하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

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키테이의 이론 역시 완벽한 은유 이론은 아니지만 은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한 교훈을 남긴다. 그것은 바로 은유에서 언어 표 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이론에 극 반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키테이의 이론은 언어 표 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은데 다음 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4.1.2. 의미장 이론에서 어휘와 개념의 계

   일반 으로 매체는 문장에서 은유 으로 사용된 표 을 가리킨다. 

키테이는 리차즈가 매체 개념을 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 하는

데 리차즈가 매체를 개념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때로는 개념을 가리키기 

해, 때로는 어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테이

는 리차즈로부터 매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되 이 용어에 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데, 리차즈가 매체를 개념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키테이

에게 매체는 어휘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키테이의 

은유 이론이 다른 은유 이론들과 특히 구분되는 은 바로 언어 표 이 

은유에서 극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앞서 스턴 역시 축자  매체

라는 개념을 통해 은유에서 언어 표 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 하고 있지만 키테이는 이보다 더 나아가 은유에 직  사용된 표

뿐 아니라 이 표 과 함께 의미장을 구성하는 어휘 집합들이 모두 은유

 의미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키테이의 이론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유의 확장 상을 설명하기에 합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이 에서는 언어 표 이 키테이의 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 볼 것이다. 

   키테이의 이론에서 어휘는 단지 개념과 연결되어 그 내용을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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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동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에게 합한 

형태로 만드는 극 인 역할을 맡고 있다. 어휘를 만나기 에 정보는 

서로 연결된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의 덩어리를 우리

에게 의미있는 정보로 만들기 해서는 이 무차별  정보의 덩어리  

특정 부분은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여 정보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아날로그 정보에 한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데, 이 게 디지털화된 정보는 단어의 잠재 인 내용이 된다. 디지털화

된 정보가 바로 단어의 내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는 언제나 다른 

정보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여자’라는 단어에는 [여

자], [사람], [성인], [여성], [숨을 쉰다], [ 양과 수분을 필요로 한다], 

[ 에 피가 흐른다]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단어는 이처럼 다양한 잠

재 인 내용을 포함하지만 다른 단어  맥락  정보와 결합되는 과정

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더욱 구체 인 정보를 달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어는 개별 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신 다른 단어들과의 

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기 보다는 새

로운 단어나 새로운 맥락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185) 

   단어는 이미 디지털화된 정보를 잠재 인 내용으로 가질 뿐 아니라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과정 자체에 개입한다. 언어에는 분 화되지 않은 

경험을 분 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가 갖는 이러한 

가능성은 단어들 사이의 유사  조 패턴에 내재한다(inhere).186) 해당 

정보를 표 할 어휘가 없다면 그 정보는 모호한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

는 그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은유 역시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의 산 술 은유에서 보았듯이 교육과 련

된 개념 역에 산 술 역의 의미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이 에는 분

명하지 않았던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산 술 은유를 통

해 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이 역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이 역에 직

185) Ibid. p. 125-139

186) Ibid. pp.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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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되는 어휘는 없지만 ‘임신’이라는 산 술 련 어휘가 간

으로, 임시로 이 새롭게 명백해진 역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게 

언어는 직간 으로 경험 내용 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언어가 경험 내용을 분 화한다’는 말은 매우 다른 두 가지 주장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이 말을 약한 주장으로 해석할 경우 언어가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경험의 내용을 표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을 때 새로운 어

휘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어휘로부터 표 을 빌려오기도 한다. 따라서 

약하게 해석된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면 언어에서의 구분이 경험 내용이나 개념의 구분을 만들어 낸다는 

강한 주장으로 분석될 경우, 이 주장은 매우 논쟁 인 것이 된다. 언어

 구분이 있는지 여부는 개념 구분의 필요조건뿐 아니라 충분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휘를 용하기만 

하면 불명료한 경험 내용이 명료해진다는 주장은 얼핏 생각하기에도 그

럴듯하지 않다. 를 들어, 내가 ‘항성시(sidereal time)’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고 하자. 그 다면 나는 항성시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인가? 

그 지 않다. 항성시 개념을 갖기 해서는 다양한 천문학 개념을 이해

해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항성시’라는 단

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항성시’라는 표 은 다른 무의미한 소리 집합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때로 분명하지 않은 개념을 가리키기 해 임의로 언어 

표 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표 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그 개념이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빌려온 임시 인 표 을 수단으로 

생각을 더욱 발 시켜 결국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단

어는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표  자

체가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187) 

187) Steven Pinker,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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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이도 특정한 개념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어에서와는 달리 우리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다른 두 변을 가리키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다고 독일어

의 해당 단어를 아는 사람만이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는 이 두 변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8) 

  키테이는 어휘장과 개념 역이 만나 의미장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지

만 어휘장과 개념 역의 계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일 일 응 계

도 아니다. 어휘장은 다양한 개념 역과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장을 만

들 수 있으며, 해당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맥

락이 요한 역할을 한다. 맥락 에서도 특히 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은 어떤 어휘들이 함께 사용되었는가하는 것이다.189) 키테이에게 있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념 역과의 연

결보다는 다른 어휘들과의 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녀가 따르

고 있는 소쉬르 통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단어의 의미가 다

른 단어와의 계 속에서 명료해진다면 키테이가 주장하는 것은 의 

두 가지 분석  두 번째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미

를 명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단어 집합이 미분 화된 개념을 분

화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에 의해 

개념이 결정된다는 일종의 언어 결정론을 함축한다. 

   언어 결정론이란 언어에 의해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

식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사피어-워  가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인류학자인 사피어(Edward Sapir)와 언어학자인 워 (Benjamin Whorf)는 

미국 원주민의 언어에 한 연구를 통해 언어의 차이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결정한다고 확신하 다. 워 가 제시한 표

nature, Viking, 2007, pp. 124-51

188) William Croft and D. Alan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0

189) Kittay, Ibid.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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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는 이뉴잇족이 을 가리키기 해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

한 반면 어는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있다. 워 는 이 증

거를 통해 언어의 차이가 사람들이 에 해 생각하는 방식에 불가피

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다른 사례로, 워 는 호피족의 언어에

는 시간을 가리키는 문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호피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시제에 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 다.190) 

   이러한 사피어-워  가설은 다양한 근거에서 비 을 받았다. 우선은 

언어의 차이만을 근거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으로써 일종의 순환 논증을 하고 있다는 지 을 받는다. 즉 언어의 차

이가 사고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격이다.  다른 비 은 워 가 미국 원주민의 언어를 어로 번역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워 는 미국 원주민의 언어를 단어  

단어로 번역하 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 되기 쉽다. 어의 용 표

인 “kick the bucket”을 단어  단어로 번역하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듯이 이러한 번역 방식으로는 해당 언어의 의미를 제 로 

악할 수 없다. 을 가리키는 단어의 수가 다르다는 증거에 해서도 

사고의 차이보다는 환경  필요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191) 

   이처럼 언어 결정론자들이 제시한 사례들  많은 극단 인 것들은 

반증되었고 여 히 타당해 보이는 사례들에 해서도 언어 결정론이 아

닌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를 들어, 최근 보고된 실험에 의하면 오스

트 일리 원주민어와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언어  공간 이해 

방식이 유럽인들의 그것과 흥미로운 차이 을 나타낸다. 이 차이 은 

이 언어들이 공간  계를 부호화하는 방식과 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한 으로 사피어-워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것은 언어 표 이 존재하면 해당 개념에 더 쉽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더 쉽게 표 하게 되는 상일 수 있다.192) 이러

190) Nick Lund, Language and Thought, Routledge, 2003, 『언어  사고』, 재

,  역, 학지사, 2007, P. 33-37

191) Ibid. 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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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로부터 개념이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강한 결론을 내리는 것

은 하지 않다. 

   지 까지 보았듯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 제

시된 증거 역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

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의 심은 은유를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언어 결정론이 은유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를 일으

키는지 알아보자. 은유의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 역은 은유의 매체와

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롭게 구조화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개념이 형성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개념은 매체의 어휘를 통해 달된다. 앞 에

서 보았던 산 술 은유의 를 들면, 교육 련 내용 역은 산 술 의

미장의 구조를 반 하여 새롭게 구성되고 이 새로운 구조는 산 술 어

휘를 통해 표 된다. 그 다면 이것은 산 술 어휘에 의해 교육 역의 

개념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은유에서는 어휘가 개념

을 결정하는 주도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매체의 의미장이 주제의 내용 역을 새롭게 구조화한다는 

사실로부터 어휘가 개념 형성에 주도 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체의 의미장은 어휘장뿐 아니라 내용 역도 포

함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휘가 개념 형성에 주도  역할을 한다

는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우선 매체의 의미장에서 어휘장과 내용 

역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제의 내용 역을 재구성할 때 어느 것이 더 

심 인 역할을 하는지 물어야 한다. 키테이는 어휘들의 계가 개념

을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새롭게 구조화한다고 주장하

므로 매체의 의미 역도 이미 어휘장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고 따라서 

주제의 내용 역을 구조화하는 것도 어휘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강한 언어 결정론이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보았으므로 매체의 어휘장이 주제의 내용 역을 구조

192) Ray Jackendoff, Foundations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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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매체의 의미장과 주제의 내용 

역이 상호작용한다는 키테이의 설명에서는 매체의 의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별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각 요소의 역할을 구분해 

본다면 서로 성격이 다른 매체의 어휘장과 주제의 내용 역이 상호작

용한다는 설명보다는 매체와 주제의 내용 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는 설명이 더 합리 이다. 

  키테이는 은유 표 의 요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체계 인 계를 반

하는 의미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은유  의미의 확장을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제시하 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를 결

정하는 데 어휘 구조가 하는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미 작용

에 한 잘못된 그림을 만들어 냈다. 언어와 사고가 서로 하게 

련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어휘의 구성 원리와 개념의 

구성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결정하는 계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 히 뜨거운 논쟁의 

심에 있는 문제이고 은유의 문제와도 하게 련된다. 논의의 균

형을 해 키테이와는 다른 입장, 즉 의미 결정에서 개념의 역할을 강

조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은유와 은유  의미의 확장을 어떻게 설명하

는지 알아보자.  

4.2. 인지 언어학  은유 이론

  4.1에서 살펴본 키테이의 이론은 언어와 개념의 계에서 언어를 

심으로 놓았으며 이것은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보았다. 인지 언어

학은 이와 척 에 있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개념들의 구조

가 의미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언어의 형식도 이러한 개념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의 경험을 출발 으로 삼아 개념을 

설명한다. 우리는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추상 으로 체계화하는 능력

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이 게 추상화된 경험의 기본 형식으로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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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추상화된 복잡한 개념들을 구성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인지 언어

학  입장을 표하는 은유 이론가인 이코 와 터 의 이론을 심으

로 개념 심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

4.2.1. 이코 와 터 의 은유 이론

  인지 언어학에서 제시하는 개념에 한 그림은 세계에 한 감각 경

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기본 인 단 로부터 출발하여 일련의 결합 원리

를 통해 복잡한 개념으로 발 하는 것이다. 세계에 한 감각 경험이 

추상 으로 형식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은 이미지 도식(image schema) 개

념을 통해 설명된다. 이미지 도식은 지각  운동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다양한 패턴이다. 이 패턴은 “주로 공간을 통한 우리의 신체  운동, 

사물의 조작, 지각  상호작용의 층 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구조로 

발생한다”193) 이미지 도식은 공간 안에서의 신체  지각  경험으로부

터 추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 인 내용을 갖지는 않지만 고정된 틀

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유동 이며 상 (topological) 특징을 갖는 표

상 형식이다. 이미지 도식은 고정된 틀에 맞춰 들어오는 경험을 재단하

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성한다. 존슨(Mark Johnson)

이 제시한 요한 이미지 도식에는 그릇, 균형, 강요, 쇄, 항, 장벽

제거, 권능, 인력, 질량-가산, 경로, 연결, 심-주변, 순환, 가까움-멂, 

척도, 부분- 체, 합병, 분열, 가득참-텅빈, 일치, 첩, 반복, , 과정, 

표면, 사물, 수집이 있다.194) 이미지 도식은 구체  경험을 표상하는데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추상  역에도 확  

용될 수 있다.195) 이 때 기본 인 이미지 도식을 다양한 추상  역

193)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29

194) Ibid. p. 126

195) Raymond W. Gibbs, Jr. and Herbert L. Colston, “Image schema", 

Cognitive Linguistics: Basic Readings, edited by Dirk Geeraerts, Mouton de 

Gruyter, 2006, pp.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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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은유이다. 여기서 인지 언어

학자들이 사용하는 은유는 일반 인 용법의 은유와 구분하여 이해되어

야 한다. 이들은 은유를 ‘ 리엣은 태양이다’ ‘샘은 고릴라이다’와 

같은 구체  은유 표 을 지시하기 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은

유는 일종의 개념  연상 패턴이다. 

  인지 언어학에서 은유는 근원 역의 이미지 도식 구조가 목표 역에 

투사되어 고유한 목표 역 구조와 일치하게 되는 두 개념 역 사이의 

사상(mapping)으로 정의된다.196) ‘균형’ 이미지 도식을 로 들어보

자. 아기는 태어나서 기는 법, 서는 법, 걷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더 자

라면 자 거를 타고 심을 잡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아이는 이러한 

다양한 운동 경험들로부터 ‘균형’ 이미지 도식을 구성한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표 은 신체  감각에만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심리  상태, 법  계, 형식 체계와 같은 다양한 추상  역에 

해서도 사용된다. ‘균형잡힌 성격’, ‘균형있는 체계’, ‘권력의 균

형’, ‘ 단의 균형’ 등. 이러한 역들은 우연히 같은 표 을 사용하

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 ‘균형’ 이미지 도식과 구조 으로 연결되고 

은유 으로 정교화된 것이다.197) 신체  감각에 기반한 기본  ‘균형’ 

이미지 도식은 물리  신체와 추상 인 체계를 연결하는 은유를 통해 

심리 상태, 법  계, 형식 체계와 같은 추상 인 개념 역에 자신의 

구조를 투사하고 사상한다. 이 게 해서 비록 신체  ‘균형’과 추상

 ‘균형’은 서로 다른 역에 속하지만 두 역이 구조 으로 동일

한 이미지 도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연 된다. 그러나 어떤 이미

지 도식이 아무 제한 없이 다른 도식에 사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도식의 은유  사상은 불변성 원리(invariance principle)를 따른

다. 불변성 원리란 은유  사상은 근원 역의 인지  토폴로지(즉 이미

196) George Lakoff,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 ed. Andrew Ort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202-51 

(245), 

197) Gibbs, Jr. and Colston, Ibid.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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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식 구조)가 목표 역의 내재  구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토폴

로지를 유지한다는 원리이다. 용기 도식을 로 들면 이 원리에 의해 

내부는 내부로, 외부는 외부, 경계는 경계로 사상된다. 불변성 원리는 

왜 근원 역의 모든 특징이 목표 역에 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한

다.198)  

  인지 언어학에 따르면 부분의 개념들은 기본 이미지 도식을 통해 

은유 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은유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필수 인 역할

을 한다. ‘ 리엣은 태양이다’와 같은 구체  은유 표 들은 이러한 

기본  은유 작용이 용되는 특수한 사례일 뿐이다. 이들은 은유가 두 

개념 역 사이의 사상 계라고 규정하지만, ‘균형잡힌 성격(정신은 

공간을 이동하는 신체이다)’에서 작동하는 은유와 ‘ 리엣은 태양이

다’에서 작동하는 은유를 조건 없이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코

와 터 는 일반 벨 은유(generic-level metaphor)와 특정 벨 은유

(specific-level metaphor)를 구분한다. 은유가 근원 역에서 목표 역으

로의 사상이라고 할 때, 특정 벨 은유는 구체 인 근원 역과 목표

역을 갖는다. 반면 일반 벨 은유는 고정된 근원 역과 목표 역이 없

고 두 역 사이에 사상되는 특정한 실체의 목록도 없다. 일반 벨 은

유는 고정된 특정 상들을 서로 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한 사상이고 그 지 않은 사상인지에 한 상 차원의 제약을 

다.199)

  시  은유는 일반 이고 습 인 은유를 독창 으로 구성하고 조합

하거나 독창 인 언어 표 과 결합한 결과이다. 시  은유와 습 인 

은유의 차이는 질 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를 들

어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개념  은유는 가장 일반 인 벨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은유는 물리  운동이라는 기본  도식이 추

198) Lakoff, Ibid. p. 215-6, 

[고  범주는 용 다.]

199) Lakoff and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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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시간 역에 사상되는 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은유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유 없이 일상

인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필요불가결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꺼져가는 어린 생명’과 같은 표 에서 작동하

는 것으로 보이는 [생명은 불이다]라는 개념  은유가 있다. ‘불꽃처럼 

살다간 배우’와 같은 표 을 비롯하여 불의 역에 있는 특징들과 생

명 역의 특징을 연 지어 이해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이라는 역과 연 짓지 않고는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생명을 

이해하기 해 반드시 불과 연 시켜야 하는 계에 있지 않다는 의미

에서 이 은유  계는 ‘시간과 움직임’의 경우와 같이 한 계

라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엘리엇의 시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서 나타나는 ‘ 녁은 수술  에 있는 마취된 환자

다’라는 은유200)는 이러한 일반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201) 

이 은유에 나타나는 ‘ 녁’이라는 시간과 ‘환자’라는 상은 습

으로 연결되는 개념 역이 아니지만 ‘시간은 물질이다’ ‘시간은 

움직인다’ ‘인생은 하루이다’와 같은 일반 벨 은유들이 복합 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녁 시간을 ‘마취된 환

자’라고 하는 비일상 인 상에 응시켜서 습 인 사상 계를 확

장한 것도 시  은유의 특징이다. 그러나 시  은유는 개념  은유가 

작동한다는 에서 일반 벨 은유와 연장선상에 있다.202) 

  인지 언어학  입장에서는 여러 층 의 은유 에서도 일반 벨 은유

가 가장 요하다. 일반 벨 은유는 다른 은유가 구성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벨 은유가 제 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200) “....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

    ...."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by T. S. Eliot 

201) Lakoff and Turner, Ibid. pp. 49-56

202) Ibid. pp.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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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과 인지작용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당연히 따라오는 귀결은 언어의 의미를 축자  의미와 비유  의

미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아주 기 인 개념 작용에

도 개념  은유가 작동하고 이러한 개념이 언어  의미를 결정한다고 

할 때 모든 언어  의미가 은유 작용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203) 창조

이고 문학 인 은유는 습 이고 일반 인 은유가 독창 으로 조합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문학 인 은유도 개념  은유의 연장선에 놓

여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은유  의미가 되어 은유와 축자  표 을 

구분할 근거가 사라진다. 

4.2.2 이코 와 터 의 은유 이론의 문제

  부분의 개념이 은유로 간주되는 이러한 입장에 해 일반 으로 지

되는 문제 은 상 주의를 함축하게 되어 결국 그 자신의 이론  근

거조차 태롭게 한다는 204)과 반증불가능한 제를 기 로 하고 있

다는 이다.205)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 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  여기서 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이미지 도식들 사이에 사상 계가 있고 

이를 통해 개념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왜 ‘은유’라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은유’는 인지 언어학에서 선 한 표 이 아니므

로 이들이 정말 ‘은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들의 용법이 기존 용

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요하다. 

  일반 으로 은유는 하나 는 그 이상의 표 이 일상 이고 습 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과 이 두 의미 사이에는 속성 

203)  직  감각 경험  통해 득한  가지 본 개  다. 

204) Steven Pinker,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nature, Viking, 2007, pp. 247-8

205) Gi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Basic Books, 2002, 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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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나 유사성과 같은 비교 가능한 계가 성립된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 으로 은유 연구에서는 이 비교가 발생하

는 지 을 언어  의미 는 그것이 지시하는 상으로 간주하고 그곳

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 고 이 에서는 추상 인 심  이미지 

사이의 비교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 다.206) 인지 언어학에서는 이 비교 

과정이 개념 체계의 서로 다른 역들 사이의 응이라고 주장한다. 논

의를 해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고 해도 이러한 개

념  계가 곧 은유  계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은유에

는 두 역 사이의 비교라는 요소뿐 아니라 이러한 비교를 발시키는 

불일치 역시 요한 특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지 언어학  은유 이

론에서는 은유가 모든 곳에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은유  

불일치의 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코 와 터 는 문학  은유가 

일반 인 개념  은유를 낯선 언어 표 과 연결시킴으로서 특유의 효과

를 갖는다는 을 언 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런 비 습 인 연결이 왜 

불일치와 그로인한 긴장을 가져오는지에 해서는 설명 없이 지나간다. 

즉 이들은 은유에 한 부분 인 설명만을 제시한 후 마치 체를 설명

한 듯이 ‘은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으로 불일치를 경험하는 은유와 인지 언어학에서 주장

하는 개념  은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9) 죽음은 원한 잠이다.

잠을 자는 동안 정말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혼이 다시 돌아오

면 잠에서 깬다고 믿는 문화에서는 문장 (9)를 문자 그 로 믿으며 이 

문장에 한 어떤 불일치의 느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는 죽음을 잠으로 표 하는 것을 시  비유라고 여긴다. 두 문화 모두 

206)   참



175

[죽음은 잠이다]라는 습  개념이 있지만 자는 문자 그 로 믿고 후

자는 그 지 않다는 것을 이코 와 터 는 설명하지 못한다. 

(10)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코 와 터 에 따르면 이 문장에는 [시간은 움직인다]라는 개념  

은유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장 (10)을 들을 때 문장 (9)를 

들을 때와 같은 불일치를 느끼지 못하다. 이처럼 이들의 이론은 은유에 

있어 요한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207)

  이코 와 터 가 이러한 오류에 빠진 이유는 부분 으로 그들이 개

념  은유라고 하는 것을 언어  표 으로 공식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상 인 언어 사용에서 인생과 련된 개념 역이 여행과 

련된 역과 습 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찰되면 이들은 ‘인생은 여

행이다’라는 개념  은유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념  역 

사이의 계를 이 게 은유 표 으로 공식화한다고 해서 이 개념  

계가 은유  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계를 설명하기 해 

은유 표 을 고안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들은 ‘은

유’라는 은유를 통해 인지 과정에 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은유’를 통해 그들의 이론이 잘 이해된다고 해서 그들의 이

론이 은유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론은 은유와 

련된 일부 상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진정한 은유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코 와 터 의 이론에 있어 문제는 단지 은유의 요 특징을 설

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특징

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론이 은유 표 에 나

207) Ray Jackendoff and David Aaron, “Review article on More than cool 

reason”, Language, vol. 67, no. 2, pp. 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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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긴장을 설명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그들이 개념들의 구조와 언

어 의미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은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각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자.

  은유에서 불일치로 인한 긴장을 느끼는 상이 요한 이유는 이것이 

은유  해석을 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장은 은유  해석을 성취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상은 은유 표 에 한 문자 그 로의 해석과 은유  해석이 

모두 인정될 때 잘 설명될 수 있다.208) 그러나 앞서 잠시 언 했듯이 

이코 와 터 의 이론은 문자 그 로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에게 언어  의미는 바로 개념들의 구조이고 별도의 고정된 언어  의

미는 없다. 

  언어  의미에 한 이들의 설명을 를 통해 살펴보자. ‘within 

coming weeks'라는 표 의 의미는 최소한 세 개의 은유  사상 계가 

결합된 결과로 만들어 진다. 이 구 의 핵심 의미인 week는 ’시간은 

사물이다‘라는 은유에 기반하며 coming weeks는 시간은 찰자를 향

해 움직이는 상이라는 은유가 작동하고 within에는 ’시간은 연장과 

경계를 갖는 공간이다‘라는 개념  은유가 작동한다.209) 이러한 개념  

은유들이 함께 이 구 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표 들은 다

른 맥락에서 얼마든지 다른 개념 구조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여기서 습 이고 안정 인 특성을 갖는 것은 의

미가 아니라 ’시간은 사물이다‘ ’시간은 공간이다‘ ’시간은 움직

이는 사물이다‘와 같은 개념  은유들이다. 이처럼 인지 언어학에서는 

문자 그 로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의 긴장감을 설명할 

수 없다.210)

  이 이론이 불일치에서 오는 긴장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이들이 설명하는 은유의 작동 원리에 근거한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208) 2장 참

209) Lakoff, Ibid, p. 219

210) 용   에  맥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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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은유는 근원 역에서 목표 역으로 사상되는 

계이다. 를 들어,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은유의 경우 여행이라는 근원

역에 있는 개념들의 치, 계, 련 속성  지식들이 인생이라는 

목표 역의 해당 특징들에 사상된다. 근원 역 개념이 목표 역으로 사

상될 때 기존 목표 역에 있는 개념에 사상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개

념에 사상된다. 근원 역에는 [경로(path)]라는 개념이 있지만 목표 역

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인생의 과정]이라는 새로운 치

가 만들어져 이 곳에 근원 역의 개념이 사상된다.211)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근원 역과 목표 역의 구조가 일치하게 되면 불변성의 원리를 만족

시키게 된다. 근원 역과 목표 역의 사상 계는 습 인 것일 수도 

있고 시  은유의 경우처럼 새롭게 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 시  은유

는 근원 역의 풍부한 구조가 목표 역에 새로운 구조, 새로운 추론, 

새로운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12) 근원 역과 목표 역 사이

에 사상 계가 형성되면 근원 역과 련하여 목표 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목표 역에 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근원 역과 목표 역 사이의 사상 계가 불변성 원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유  계로 연결되기 에 두 개념 

역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은유  사상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

일치가 해소되고 두 역은 동일한 내재  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목

표 역이 근원 역을 통해 이해되면 어떠한 불일치나 긴장도 남지 않고 

두 역은 안정 인 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은유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여 히 불일치를 경험하는 실제 상과 일치하

지 않는다.213) 

  한 이코 와 터 는 근원 역과 목표 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11) Lakoff and Turner, Ibid. pp. 63-64

212) Ibid. pp. 64-65

213) Jackendoff는 프    에 한 평가  하 , 가  

역 사  사상 계보다는  역 사  합 나 겹 에 해  잘  수 

다고 한다. (Jackendoff, “Review on more than cool reason”,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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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역에 새로운 개념이나 개념들의 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떻게 목표 역에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계가 나타나서 근원

역과의 구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개념과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역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다음 에서는 이코

와 터 의 이론을 확장한 포코니에의 개념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인지 언어학에서 은유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

겠다. 

4.2.3. 개념 혼성 이론과 은유의 이 성

  포코니에는 두 역 사이의 단순한 사상 계의 문제 을 지 하고 이

를 확장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포코니에의 새로운 모델은 기

존 이론의 근원 역과 목표 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여기에 총칭공간

(generic space)과 혼성 공간(blended space)이라는 두 개의 정신공간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 공간들은 부분 이고 일시 인 표상 구조

라는 에서 더 안정 이고 체계 인 이코 의 역 개념과 비된

다. 정신공간들은 더 일반 이고 안정 인 개념 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시  구조이므로 정신 공간 모델은 이코 의 이론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이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칭공간은 각 입

력공간으로 사상되며 두 입력 공간에 공통된 것을 포함한다. 혼성공간

은 두 입력공간에서 선별된 개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

다. 다음의 를 통해 개념 혼성 모델이 은유에서 새로운 개념이 출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그 외과의사는 도살업자이다’라는 은유는 외과의사에게 의사로서 

무능력하다는 속성을 부여하지만 외과의사라는 목표 역이나 도살업자

라는 근원 역 어디에도 무능력하다는 속성은 없으므로 이 속성이 은유

를 통해 새롭게 출 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외과의사와 도살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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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갖는 개념 구조는 [실행자, 실행 상, 날카로운 도구 사용, 작

업 , 목 과 수단]을 들 수 있다. 이 공통 구조는 총칭공간에서 악된

다. 외과의사와 도살업자는 서로 다른 목 을 갖는다. 즉 외과의사는 환

자를 치료해서 살리기 해 칼을 사용하지만 도살업자는 동물을 죽여서 

와 살을 분리하기 해 칼을 사용한다. 혼성 공간에서는 도살업자의 

수단과 외과 의사의 실행 상, 실행목   실행 환경과 결합된다. 이 

결합 과정에서 도살업자의 수단과 외과의사의 목  사이의 불일치가 무

능력함이라는 새로운 속성을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214) 

  이 게 혼성공간을 도입하면 은유가 어떻게 기존 개념 체계로부터 새

로운 속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 자체는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해서 작동하는지에 해 

알려주는 바가 없다. 를 들어, ‘그 도살업자는 외과의사이다’라는 

은유가 도살업자의 매우 꼼꼼한 작업 방식이라는 특징을 지 하기 해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은유는 근원 역과 목표 역만 바 었

을 뿐 같은 구조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외과의사는 도살업자

이다’라는 은유에서 도살업자의 실행 수단이 외과의사의 실행 상  

목표와 결합되었듯이, ‘그 도살업자는 외과의사이다’라는 은유에는 

외과의사의 실행 수단이 도살업자의 실행 상  목표와 결합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은유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므로 ‘혼성공간에서는 목표 역의 실행 환경에 근원 

역의 실행 수단이 용된다’와 같이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념 

혼성 모델은 혼성 공간을 이용해서 이미 해석된 개별 은유가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보여  수 있지만 은유에서 개념 혼성이 일어나는 일반 원

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은유 이론이 이 모든 설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 인 실제 작동 원리는 심리학이나 신경생리

학에서 다 야할 문제라고 답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박을 인정하더라도 

214) Grady, Oakley, and Coulson, "Blending and metaphor", The Cognitive 
Linguistics Reader, Equinox, 2007, pp. 4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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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이론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이코  등의 이론에서 

혼성이론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인 불일치와 이 성의 문제이다. 그 다

면 혼성공간 모델이 은유에 나타나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혼성 공간에는 각 입력공간으로부터의 응 이 존재하는데 은유의 

경우는 혼성 공간에 있는 하나의 요소가 두 개의 입력공간에 공통된 

응 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215) ‘외과의사는 도살업자이다’라는 은유

에서 입력공간1(목표 역)의 외과의사와 입력공간2(근원 역)의 도살업

자가 모두 혼성공간의 외과의사에 응된다. 혼성공간 모델에 기반한 

은유 이론은 은유에서 느끼는 불일치는 이러한 개념  연결망에서 실제

에는 양립할 수 없는 상들이 응 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216) 

  이 게 혼성 공간에서 하나의 요소가 서로 다른 두 입력공간에 있는 

양립할 수 없는 상에 응되는 것은 혼성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

다. 한 사람이 외과의사이면서 동시에 도살업자이거나, 도살업자가 수술

실에서 수술을 집도한다는 생각은 실 상황과 충돌을 가져오므로 혼성 

공간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혼성 과정을 더 진행한다. 그 

결과 외과의사의 수술 솜씨가 형편없다는 추론을 하게 되고 처음 비

실  상황에서 오는 어색함은 사라진다. 서로 다른 두 입력 공간의 내

용들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혼성 과정의 임을 구성하는 근원

역에 목표 역의 내용들이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조정

(accommodation)이라고 한다. 이 게 혼성이 완성되면 그 이후 이러한 

혼성 개념을 확장하여 외과의사가 환자를 포장육으로 매하는 것과 같

이 더 과감하게 상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217) 

215)  공간  에 특 한 작용  니므  공간   작동하는 

식  할 필요가 다.

216) Grady, et al. Ibid. p. 432

217) Grady 등  처럼  진행 는 과  각각 합 (composition), 

(completion), (elaboration)  한다. (Ibid. pp. 424-425)



181

  이러한 설명은 처음 은유  해석을 발하는 불일치에 한 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유를 해석한 후에도 진행되는 문자 그 로의 의

미와 은유  해석 사이의 이 성으로 인한 긴장에 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혼성공간 이론은 기본 으로 이코 와 터 의 이론을 바탕으

로하여 발 된 이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장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다.218) 따라서 개념 구조만으로 의미가 결정된다는 이들의 입장은 은유 

이론을 한 한 토 가 될 수 없다. 

4.3. 이 장의 결론

   은유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은유 문장에 표면

으로 사용된 표 뿐 아니라 그 표  아래 형성되어 있는 의미의 체계

가 함께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복잡성을 추가하는 요인으

로 축자 인 표 의 의미 체계와 은유의 이해를 통해 악된 의미의 체

계가 서로 공존하는 상을 들 수 있다. 키테이의 의미론은 언어의 의

미가 어휘들의 체계와 개념 체계의 계를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은유의 이러한 복합 인 성격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키

테이의 이론에 따르면 어휘들 사이의 조  유비 계를 통해 은유가 

확장되는 상은 의미장의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상이다. 

한 그는 은유에서 상호작용하는 매체와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

함으로써 은유  의미가 축자  의미에 의존하는 상을 설명할 수 있

었다. 키테이 이론의 특징으로는 의미가 계 으로 규정된다는 것뿐 

아니라 언어 표 이 의미 결정에 주도  역할을 한다는 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은 은유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218)  공간 에  법  개   시키고 진시키는 역할  한다.  

에  언어 식  개   공통  식들  축  결과 다. 들  개

 가 언어  거나 언어 가 개   해독 다는  

언어 해  틀  거 한다. (Fauconnier and Turner, The way we think, ch. 9, 

ch.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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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다 근본 인 이론  결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운 입

장임이 드러났다. 우선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 사이의 의존 계를 

설정하기 해 은유  의미는 이차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

를 다른 의미에 비해 일차 이라고 하는 것은 계  의미론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 언어 표 이 의미 결정에 주도  역할을 한다

는 주장은 이미 많은 반론을 통해 지지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알려진 언

어 결정론을 함축한다는 문제가 있다.   

   의미 결정에 언어 표 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어 표 의 역할을 무 무시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문제이다. 은유

에 한 이코 와 터 의 이론, 그리고 이를 발 시킨 그래디의 이론

은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 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역에 속한 

개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한 그럴 듯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

러나 이들의 설명이 은유에 한 우리 경험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

하는 근본 인 이유는 우리가 언어 표 으로부터 악하는 문자  의미

라는 차원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키테이의 이론이 언어 표

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념의 작용을 소홀히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개념의 층 만을 강조하여 언어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은유에서 느껴지는 이 성은 문자 그 로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역 사이의 비교를 통한 새로이 나타나는 의미 

역시 악하는 것이므로 언어  의미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설명 모

델이 요구된다. 키테이와 이코  등의 인지 언어학  은유 이론은 이

러한 요구사항의 일부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키테이의 의미장 이론과 인지 언어학  의미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

제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언어  의미를 

구성하는 원리와 개념의 구성 원리가 구분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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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유 이론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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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념 의미론과 은유

   4장에서는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 언어 표 의 의미가 개별 으로 

용되는 신 해당 표 과 련된 의미 체계가 포 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고찰해 보았다. 언어의 

의미 체계는 언어 표 들로 구성된 어휘 체계와 사고의 구조와 련된 

개념 체계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휘가 주도 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과 개념이 심 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 서로 립한다. 그러나 두 입장은 모두 은유의 

주요 특징을 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반의 진실만

을 보았기 때문이다. 

   은유  의미이건 일반 인 의미이건,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언

어와 사고 양자 모두에 동등하게 주목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

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장의 목표는 의미의 언어  측면과 

개념  측면 각각의 특징에 주목하고 둘의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는 

의미 이론이 의미 일반뿐 아니라 은유의 이해 과정도 합리 으로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 까지 비 으로 고찰해온 수많은 은

유 이론에 한 안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 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만 아쉽게도 이 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완 한 형태의 이론

이기보다 바람직한 이론이 갖춰야할 략 인 형태를 제시하는 그림

에 가깝다. 그러나 비록 그림에 불과하더라도 은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발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안 인 은유 이론은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을 토 로 구성될 것

인데 본격 으로 안 인 은유 이론과 이 은유 이론의 토 가 되는 의

미 이론을 소개하기 에 언어와 사고는 서로 어떻게 련되고 어떤 차

이 이 있는지에 한 재 도 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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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언어 표 과 사고의 간극

   언어와 사고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큼 한 련을 맺는다. 언어는 사고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고의 일

부이고 사고를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우선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없는 존재들에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고를 달할 수 있다. 언어가 

없이는 역사, 법률, 과학을 가질 수 없다. 언어가 없이도 추상 인 사고

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 달할 수는 없다. 언어가 있

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가 없는 다른 존재에 비해 훨씬 많은 지식을 모

으고 축 할 수 있다. 

   언어가 사고를 돕는 두 번째 방식은 개념 구조에 의식 으로 집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언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  

이미지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언어  이미지로 경

험하는 것의 요성과 어려움은 고 에서부터 까지 계속되는 형식 

논리학의 발 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구나 일상

으로 많은 추론을 하지만 그 추론 과정을 형식화하는 것은 논리학자에

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언어  이미지로 경험할 

수 없다면 논리학자뿐 아니라 어느 구라도 추상 인 사고의 과정에 

해 연구할 수 없다. 언어  양태가 없다면 추상  사고의 단계를 경

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개념 구성요소와 음성 구성요소 사이의 

응 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념 구성요소와 시각 이미지 사이의 

계보다는 훨씬 투명하다. 그러나 언어는 사고를 외면화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사고는 아니다. 한 사고를 언어  이미지로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어  이미지는 

간 으로 사고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사고를 언어 이

미지로 경험하면 그것에 의식 으로 집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식

 집 은 해당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세 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고에 한 언어 이미지를 고정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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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고와 비교하거나, 그 이미지 자체를 더 자세히 검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이미지를 개별화하여 기억할 수 있다. 언어  이미지

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언어는 우리가 지각 상에 해 느끼는 친 함/새로움, 실제/

상상, 자율 (외부에서 온)/환 (내부에서 온)과 같은 가치 평가에 형태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형태를 통해서 그러한 가치 평가

에 주목하고 그러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언어의 음성  형식

도 지각의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성  형식에 해서도 가치평

가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하는 것도 심리

 에서는 일종의 가치평가이다. 언어에 한 가치평가도 언어로 

표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언어  표 으로 인해 이러한 가치 평가 

자체에 다시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즉 사고가 음성  

형식에 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에 해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갖는 추론 능력의 요한 원천은 그 자

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사고에 도움을 다고 해서 사고의 모든 측면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언어가 완벽한 추론 도구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언어가 사고의 구조를 하게 표 하지 못하는 

간극은 최소한 다섯 가지를 지 할 수 있다. 

  1. 독립 인 지각 상으로 표 될 수 있는 사고의 최소 단 는 단어

이다. 단어는 변함없는 지각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로 표 되

는 생각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단어가 어떤 

개념을 표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를 들어, 다음

의 두 문장

(1) the coffee in the cup

(2) the crack in the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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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두 나타나는 치사 in이 같은 개념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

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

주하는 경향이 있다.

  2. 이와는 반 로 표 할 단어가 없는 개념을 개념이 아니라고 간주

하는 경향도 있다. 를 들어, 우리의 사고를 명제  믿음과 명제들 사

이의 추론 계라고 주장하면 동물의 사고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나 추론이라는 단어로 표 될 수 없고 신 본능

이나 연상 학습이라는 단어를 귀속시키게 된다. 

  3. 모든 단어가 실제 세계에 지시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4. 우리는 어떻게 추론의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추론

의 연쇄를 따라 가다보면 정당화되지 않은 맹목 인 믿음을 만나게 된

다. 이 단계는 언어에 의해 형식이 부여되지 않은 순수한 가치 평가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 히 정당화된 합리

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 한 많은 확신들은 우리가 참이기를 원하는 욕구의 향을 받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는 완 히 합

리 인 추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의 간극이 합리 인 것처

럼 보이는 이유는 언어가 간극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언어가 정말 사고의 형식이라면 이러한 간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사고를 불완 하게 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러한 간

극은 상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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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언어와 사고의 차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구조

에 한 재 도 의 이론에 해 알아보자.     

5.2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의 구조

  지 까지 살펴본 의미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각각 구문 구조가 의미 결정에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구문 

심  의미론과 개념 구조가 의미 결정에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개념 

심 의미론이다. 데이비슨이나 스턴의 형식 의미론이나 키테이의 계

 의미론이 자에 속한다면 이코 와 터  등의 인지 언어학은 후

자로 분류된다. 각 입장을 단순화해서 비시켜보면, 자는 형식이 내

용을 지배한다고 보고 후자는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고 본다는 에서 

서로 다르다. 여기서 살펴볼 재 도  이론의 특징은 언어  의미와 개

념 구조를 구분함으로써 이 두 극단의 간에 치한다는 것이다. 재

도 는 형식이 의미를 결정하거나 의미가 형식을 결정하는 일방향  이

론들과 달리 음운, 구문, 개념이 각각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병렬  방

식으로 의미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음운, 구문, 

개념 구조에는 다른 구조에는 없는 고유한 층 들이 있고 이들의 작용

이 모두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음운 구

조에는 분 -음  패턴(segmental-syllabic pattern), 운율, 억양 구조와 

같은 고유한 하  구조들이 있으며, 구문 구조에는 성분 구조와 문법  

기능 구조와 같은 독립 인 하  구조가 있다. 개념 구조는 개념화된 

상, 사건, 시간, 속성 등의 요소들이 결합된 구문 독립 인 단 들로 

구성되며, 명제  구조( 가 구에게 무엇을 했나)와 정보 구조의 독립

인 차원(주제/ /공통 토 ; 오래된 정보  새로운 정보)이라는 하

 구조를 갖는다.220) 

219) Ray Jackendoff,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MIT Press, 

1997, pp. 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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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구성하는 각 기능이 독립 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

시 말해 각 기능이 모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 기능의 모듈화라는 

개념은 포더(Jerry Fodor)의 유명한 이론을 떠올리게 하지만, 재 도 의 

언어 모듈은 포더의 모듈 개념과 구분된다. 우선 포더의 언어 모듈이 

언어 지각과 같은 능력 체를 처리하는 기능  단 로써의 모듈이라면 

재 도 의 모듈은 정보를 형식화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표상  모

듈(representational module)이다.221) 여기서 표상이란 어떤 정보 처리 장

치가 자극에 해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한 가지 상태를 의

미한다. 즉 어떤 장치는 자극에 해 반응할 수 있는 가능한 범 를 가

지고 있고, 어떤 자극이 정보 처리 장치를 가능한 상태들  특정한 어

떤 상태로 만든다면 이 상태는 이 자극에 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특

정한 상태를 그 자극에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222) 모듈이 표상 방

식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자.

  우리가 언어를 듣고 이해하기 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리  소

리 자극을 언어 으로 유의미한 형식으로 악하는 과정, 그 다음으로 

이러한 형식들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 문법  범주를 구

분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언어가 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들은 각각 언어학의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에 해당한

다. 음운 처리 장치, 구문 처리 장치, 의미 처리 장치는 각자 다른 방식

으로 정보를 형식화하는 구분되는 표상 모듈이다. 각 모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형식화하기 때문에 서로 직  정보를 교환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면 이 과정을 도와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다. 잭 도 는 이러한 장치를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 한다.223)

220) Ray Jackendoff, Meaning and the Lexicon: the parallel architecture, 
1975-2010,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3

221) Jackendoff, "The Architecture of the Linguistic-Spatial Interface", 

Language and Space, Paul Bloom, Mary A. Peterson, Lynn Nadel, Merrill F. 

Garrett ed. MIT Press, 1996, p. 1-2

222) Ray Jackendoff, Languages of the Mind: essays on mental representation, 
MIT Press, 199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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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모듈은 서로 다른 모듈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을 제

공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정보 형식을 변환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은 아니다. 만약 두 표상 모듈의 정보가 번역가능하다면 애 에 모듈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했을 것이다. 하나의 모듈을 체 으로 다른 모

듈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앞서 보았듯이 음운 모듈에서 다 지는 

정보의 측면들이 구문 모듈에 없고, 반 로 구문 모듈에서 처리하는 정

보  음운 모듈에서 다 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소

리를 단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강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음운 모

듈에만 있는 정보이고 문법  범주에 한 정보는 구문 모듈에만 존재

한다. 이 두 모듈에 공통 인 요소는 단어와 형태소라는 단 와 이러한 

단 들을 배열하는 순서이다. 인터페이스 모듈은 이처럼 두 모듈 사이

의 일부 공통 인 요소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224) 인터페이스 모

듈 역시 일종의 모듈이기 때문에 정보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식화한다. 

를 들어, 음운론-구문론 인터페이스 모듈은 두 모듈만을 매개하고 구

문론-의미론, 음운론-의미론 사이의 상호 계에는 여하지 않는다.225)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처리하는 구조뿐 아니라 그 과

정도 병렬 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단계에서 해당 정

보의 구조가 완 히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 단계의 처리 장치는 다양한 

가능한 선택지들 에서 임의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신 합리 인 선

택지들을 모두 구성하여 이들을 병렬로 함께 진행시킨다. 를 들어, 다

음과 같은 두 문장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3) It's only a parent, not a teacher.

(4) It's only apparent, not real. 

                       

음운론  처리 장치 만으로는 (3)과 (4) 문장에서 각각  그은 부분

223) Jackendoff, “The Architecture of the Linguistic-Spatial Interface", pp. 2-3

224) Ibid. p. 4

225)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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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음운 처리 장치는 이 소리를 (3)과 

같이 구조화할지 (4)와 같이 구조화할지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음운 처리 장치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구문  의미 인터페이스

에 달하고 이러한 발음상의 애매성은 구문론과 의미론을 거치면서 해

결된다. 즉 (3)의 문장을 들은 경우에 구문 구조에서는 뒤에 부정 구문

이 사와 명사로 구성되므로 이에 응되는 앞쪽 명사구도 사와 명

사로 구성될 것으로 측할 것이다. 한 부모와 선생님이라는 의미 

비가 이러한 측을 더 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문  의

미 처리 장치는  그은 부분을 apparent가 아닌 a parent로 결정할 

것이다. 반면 (4)의 문장을 들은 경우에는 부정 구문에 나온 단어가 형

용사이므로 a parent를 버리고 apparent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

론 단계에서 애매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의미론 처리 장치가 잘못된 

음운 구조를 단독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신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이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는 신호를 음운 처리 장치로 달한다. 이 게 

의미론 단계에서 애매성이 해결되어 다시 음운 처리 장치로 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3)을 들을 때 a parent를 apparent와 혼동하지 않

고 a parent로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듣

는지는 의미론의 향을 받을 수 있다.226) 의미가 이 게 병렬로 처리되

는 특성을 구조의 무차별 (promiscuous) 특성이라고 한다.227) 병렬  구

조는 한 방향으로만 처리되지 않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한 무차별  구조들 에 안정된 상태가 여러 개일 경우 지각은 애매한 

결과를 산출한다. 시각 으로 애매한 결과를 산출하는 표 인 로는 

네커 큐 (Necker cube)를 들 수 있고 언어에서는 말장난(pun)이나 기타 

언어  애매성이 이러한 병렬  구조의 결과로 볼 수 있다.228)

226) Jackendoff, Foundations of language, p. 202

227) Ray Jackendoff, Language, Consciousness, culture: Essays on mental 
structure, MIT Press, 2007, p. 20

228)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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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으로 언어의 의미는 개념과 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 

때 개념은 구문 형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생각되었다. 즉 개

념의 형식이 구문의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되어온 것이다. 재

도  역시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개념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구문과 개념의 역할에 해서는 통과 갈라진다. 통 으

로 구문과 의미는 같은 어휘를 공유하고 바로 이 어휘에 해당하는 것이 

개념이라고 간주되었다. 언어의 생산성은 구문의 조합성

(compositionality)으로 설명되며 의미는 구문의 조합성 원리와 동일한 조

합성 원리를 따른다. 그러나 재 도 의 이론에서 개념은 구문의 조합

성 원리와는 다른 결합원리에 따라 구성되며 결합의 기본 단 도 어휘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된다. 를 들어,

(5) The bullet whistled by my ear

(6) The light flashed until dawn.

과 같은 문장들은 구문과 의미의 불일치를 잘 보여 다. (5)의 의미에는 

어떤 사물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GO)는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구

문 자체에는 이에 해당하는 어휘, 즉 ‘go'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다. 'whistle'은 구문에서 핵어(head)인 동사(verb)에 해당하지만 의미론

에서는 (GO)의 한 가지 방식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6)는 불빛이 계

속해서 깜빡이고 있었다는 의미를 표 하지만 구문에는 이러한 반복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다.229) 한 서로 다른 언어들이 보편

인 개념을 어휘로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구문과 의미가 동일

한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에 한 반례가 된다. 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229)  식 미 에  러한 상  미  닌 용 에  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  미 에 는 단어  사  미  맥락  개 는 과사

 미   어 다는  엄격한 미 과 용  에 다. 

신  미 과 용   개  내용    하는 과 그

지 고 비  게 는  에 는 것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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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서 동작과 동작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반면, 로망스어는 동작과 

동작의 경로를 결합하여 어휘화하는 경향이 있다.230) 

  통  이론과 달리 재 도 의 이론에서 구문 구조는 의미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음운 구조와 개념 구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음운 구조와 구문 구조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이 단어  형태소를 공유할 뿐 아니라 이들의 배열 순서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편 구문 구조와 개념 구조는 기본 인 논항 구조를 공유함

으로써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를 들어, 구문에서 동사는 개념 구조에

서 함수에 해당하고, 구문에서 주어와 목 어는 개념 구조에서 함수의 

논항에 해당하며, 구문에서 수식어구는 개념 구조에서 한정어에 해당한

다. 물론 구문 구조와 개념 구조 사이에는 공유되지 않는 요소들도 존

재한다. 개념 구조에는 직선  순서가 없고 문법  성(性, gender)이나 

격(格, case)이 없으며 구문 구조는 어휘 항목 내부에 있는 개념  재료

들 부분을 보지 못한다. 즉 구문  측면에서 볼 때 [개]와 [고양이]는 

둘 다 함수가 아닌 논항이라는 에서 동일한 요소로 간주되고 [먹다]와 

[마시다]는 같은 논항 구조를 갖는 함수이므로 역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된다.231) 

  재 도 의 이론에서 언어의 의미를 담당하는 의미 구조는 개념 구조

(conceptual structure: CS)와 공간 구조(spatial structure: SpS)로 구성된

다. 개념 구조는 구문 구조를 통해 음운 구조와 상호작용하고 공간 구

조는 시각, 청각, 각 등의 이미지 표상을 통해 각각의 감각  이미지

와 상호작용한다. 의미 구조  개념 구조는 개별 언어와 독립 일 뿐 

아니라 표 인 명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물론 개념 구조가 

형식  추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제  참/거짓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세계나 가능 세계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에서 기존 명제 구조와 다르다. 신 개념 구조는 우리에 의해 개념

230) Jackendoff, Meaning and the Lexicon, p. 22-24

231) Ibid. p. 21, “The Architecture of the Linguistic-Spatial Interface",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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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언어 CS SpS

시각 체계

촉각 체계

행동 체계

외부 대상

“의미”

마음

세계

화된 세계를 지칭한다.232) 

    

             [그림 1: CS와 SpS를 의미로 통합하기]

  잭 도 의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공간 구조를 의미 

구조에 포함시킨 것이다. 공간 구조는 그 자체는 이미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추상  표상이라는 에

서 부호화하는 이미지 도식(encoding image schemas)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간 구조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정 사례를 나타낼 필요도 없다. 한 공간 구조는 으로부터 자유

롭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각  양태에만 국

한되지 않고 다양한 감각 양태를 포함한다.233) 개념 구조가 구문 구조 

 음운 구조와 상호작용하듯이 공간 구조는 이미지 표상  망막 표상

과 연결된다. 망막 표상이 감각 이고 이미지 표상이 지각 이라면 공

간 구조는 인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언어  구조에 비유하자면 이

미지 표상과 이미지 도식의 계는 문장과 생각의 계와 같다. 이미지 

도식은 단순화된(skeletal) 이미지라기보다는 더 추상 이고 더 심 인 

232) Jackendoff, “The Architecture of the Linguistic-Spatial Interface", p. 5

233)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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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형식으로 된 구조이다.234)

   개념 구조는 주로 술어-논항 계(predicate-argument relation), 범주 

자격(category membership), 타입-토큰 구분, 양화(quantification) 등과 

련된 단과 추론을 형성하고 공간 구조는 정확한 모양, 치  힘

과 련된 단과 추론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두 구조는 서로 분업을 

할 뿐 아니라 공통 요소에 해서는 업을 하기도 한다.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서로 다른 음운 구조와 구

문 구조가 공통 요소를 통해 상호작용하듯이 이 두 구조도 공통 요소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이 두 구조 사이의 표 인 공통 요소는 물리  

상이다. 물리  상은 공간 구조에서는 기하학  단 로 나타나고 

개념 구조에서는 수  요소 유형으로 나타난다. 공간 구조에서는 형

태가 기하학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듯이 개념 공간에는, 물론 상의 

부분으로만 국한되지 않지만, 부분- 체 계가 표상된다. 어떤 상의 

치와 경로 역시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 사이에 공유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를 들어, ‘그 책은 탁자 에 놓여 있다’라는 문장을 이해

하기 해서는 개념 구조에 있는 치와 경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해서는 시각  입력 정보를 이

용해야 하므로 치와 경로 역시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 사이에 공유되

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힘이나 인과 계 등도 두 구조 사

이에 공통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235) 

   의미 구조에 개념 구조뿐 아니라 공간 구조를 포함시킨 시도는 흥미

롭기는 하지만 아직 공간  표상에 한 확고한 이론  기반이 없는 상

황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2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조가 요청되는 이유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지각 경험과의 상

234) Ibid. p. 10

235) Jackendoff, Foundations of Language, p. 347

236) 재 공간 에 한 가장 한  마 (David Marr)  3D 모 과 비

만(Biederman)  지 (geon) 다. 하지만 공간 에 요 는  항목들

 러한 들  할 수 는 범  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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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불가결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 우리는 우선 을 읽거

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시각과 청각 자극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

라 을 쓰고 말을 하는 데는 신체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것은 자기수

용 감각과 련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으로 본 상황에 해 말할 수 

있고, 들은 내용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문법의 어떤 요소도 사물의 

세부 인 형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문법  측면은 오직 개

념 구조만을 참조한다. 하지만 언어는 공간 구조를 통해 시각, 각, 자

기 수용 감각 등에 간 으로 연결된다.237)  

   공간 구조를 의미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 을 때의 유용성을 구체

인 단어의 의미를 통해 알아보자. 우선 공간 구조는 어휘의 자질

(feature)만으로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 요소가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휘 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그

것의 자질들로 분석하는데, 를 들어 ‘의자’의 어휘 의미론  구조

는 ‘등이 있음’ 과 ‘다리가 있음’ 등의 자질로 구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자질들은 일반 인 의자의 자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람이

나 낙타, 책에도 등이 있고 곤충도 다리가 있지만 이런 등과 다리는 의

자와 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자의 등과 다리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보완해야 한다. 의자의 자질을 등이라고 할 때 정말로 고려되는 

것은 의자의 등과 의자의 다른 부분들의 공간  구성이며 어쩌면 앉는 

사람의 등과 가까이 있다는 도 고려될 수 있다. 의자의 다리를 다리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늘고 수직으로 지지하기 때문이다. 공간 구조

가 도입되면 이처럼 애매한 단어로 자질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가 사라진다. 공간 구조는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부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자의 특정 부 가 등과 다리로 불린다는 사실은 의자의 항목

에 기입될 필요가 없고 신 ‘등’과 ‘다리’라는 어휘 항목에 기입

된다.238) 즉 ‘의자’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해 ‘등’과 ‘다리’라는 

237) Ibid. p. 348



197

말의 뜻을 알 필요가 없고 그것의 공간  기능  구조를 이해하면 된

다. 한 ‘등’과 ‘다리’의 의미를 알기 해서는 사람, 낙타, 책의 

등뿐 아니라 의자의 등도 ‘등’으로 불리고 곤충과 동물의 다리뿐 아

니라 의자의 다리도 ‘다리’로 불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간 구조의 사용이 유용한 더 직 인 사례는 많은 지각  속성들

이 공간 구조에 직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노랑이나 주

황과 같은 색의 의미는 개념 구조에서는 단지 색의 한 종류로 기록하고 

서로 다른 색들을 구분하는 것은 공간 구조에서 처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물론 의미의 자질들의 일부를 공간 구조로 넘기는 것이 어휘 의

미론을 체 으로 단순화하지는 않지만 개념 구조의 자질 체계로부터 

상당한 부담을 덜어  수 있다.239) 

  지 까지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에서도 특징 인 요소인 공간 구조에 해 조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재 도 의 이론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은 언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각

자 모듈로 구분되고 병렬처리된다는 것과 의미에 개념  요소뿐 아니라 

이미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인 의미를 

설명할 때도 유용할 뿐 아니라 은유의 다양한 특징들도 자연스럽게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에서는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을 

통해 은유  의미와 다른 특징들을 설명함으로써 개념 의미론이 은유를 

설명하기에 가장 합한 이론임을 보이겠다. 

5.3 개념 의미론과 은유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서로 다른 기능들이 병렬로 처

리된다는 주장과 의미 역에 개념 구조뿐 아니라 공간 구조가 포함된

다는 두 가지 주장이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론  구조가 은유

238) Ibid. p. 349

239) Ibid.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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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들을 설명하기에 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은유를 이해하기 

해 악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은 은유의 이해 과정에 개입하는 

비교의 경험, 비교의 경험과 하게 련되는 은유의 내용, 그리고 비

교 경험과 은유의 축자  표 이 동시에 경험되는 은유 경험의 이 성

이다. 이제 재 도 의 이론을 통해 이러한 은유의 특징들이 어떻게 설

명될 수 있는지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을 제시해 보겠다. 

   우선 논의를 해 지 까지 우리가 악한 은유의 특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2장에서 제일 먼  논의된 것은 은유

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이라고 강조했던 비교의 과정이었다. 이 비교의 

과정은 은유 표 에 나타나는 두 상의 심  이미지를 비교하는 과정

으로 악되었는데, 이 때 심  이미지란 해당 상과 련된 언어  

의미뿐 아니라 사회 문화  함축, 정서, 개인  연상 등을 모두 포함하

는 포 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심  이미지의 비

교 경험에서 은유의 내용을 악하기 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심  이

미지의 요소들 에서 언어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

다. 은유의 내용에 해 동의하거나 거부하기 해서는 그 내용의 진

를 단할 수 있는 문장 형태의 내용을 은유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은유의 내용은 문장들로 완 히 환원될 수는 없

기 때문에 언어  요소이면서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은유가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풍부한 내용을 

가질 뿐 아니라 체계 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언어  요소 에서 언어 

표 이 극 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언어 표 은 일반

으로 언어  의미와는 별도로 사회 문화  함축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데 은유에서는 이러한 함축과 가치에 추가하여 축자  의미까지 언어 

표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언어 표 이 축자  의미를 포

함하는 것은 은유에서 비교의 경험 는 그로부터 악된 은유  의미

가 축자  의미와 동시에 경험되는 은유 경험의 이 성을 설명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은유에 한 의미론은 이러한 이 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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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보 다. 

   재 도 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재 도 의 이론은 은유를 설명하기에 부 합한 이론으로 보

일 수 있다. 지 까지 논의에 따르면 은유는 축자  의미와 은유  의

미의 구분을 필요로 하는데 모든 의미가 화용론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맥락주의나, 은유  의미를 의미론에 포함시키는 스턴이나 키테이의 의

미론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원칙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유에 한 

설명은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

인 의미론/화용론 구분에서 화용론은 의미론에 의존하는데 의미론은 문

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체계 으로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지

를 밝히려는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문 구조와 한 련을 맺

고 있다. 그러나 재 도 는 이러한 구문 심주의에 반 하며 구문 구

조는 의미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신 음운 구조와 개념 구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재 도 는 의미가 언어  구문 형

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인지  과정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심  과

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도 약화된다. 이러한 

심  기능으로서의 의미는 맥락에 한 이해를 포함하는 지식, 기존 지

식과 련된 추론  단,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세계에 한 작용  

단과 상호작용한다.240) 세계에 한 지식이나 화 상황에 한 이해

와 의미의 계는 통 으로 화용론에서 다 졌던 것이다. 재 도 는 

의미와 구문과의 계를 느슨하게 하고 의미에 화용론  과정을 포함시

키기 때문에 재 도 가 다루는 의미의 범 는 기존 의미론에서 다루는 

‘의미’의 범 보다 훨씬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재 도 의 이론은 각 인지  역할에 따른 모듈을 구분하고 

이들이 병렬 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미와 

은유  의미를 같은 층 에서 다루는 이론들이 공통 으로 직면하는 문

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록 개념 의미론에서 다루는 의미의 역에는 

240) Ibid. pp.2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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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식뿐 아니라 세계에 한 지식과 같은 화용론  요소들이 포

함된다는 에서 의미론/화용론의 구분이 모호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구문 심  의미론 인 의미론/화용론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재 도 의 의미론에서는 음운, 구문, 의미 모듈이 서로 상호작용

하는데 의미 모듈 에서 음운  구문 모듈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통 의미론에서 다 지는 부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241) 따라서 재

도 의 의미론은 이론 자체에 의미론/화용론의 구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서도 통 의미론에 기반을 둔 구분에 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개념 의미론에서 의미는 이처럼 구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구문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한 앞서 보았듯이 개념 의미론은 개념 

구조뿐 아니라 공간 구조를 의미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존 은유 이론

들이 의미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비교의 과정도 의미의 범주 안에서 설

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개념 구조는 추론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하지만 공간  계나 지각  경험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반면 공간 구

조는 추론에 취약하지만 공간  지각  내용을 처리하는 데 뛰어나다. 

추상  개념들이 주로 사용된 문장은 개념 구조에서 처리될 것이고 묘

사  내용이 풍부한 문장은 상당 부분이 공간 구조를 통해 처리될 것이

다. 물론 부분의 문장들은 그 의미를 악하기 해 두 구조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은유 문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유의 이해와 

련된 비교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들 에는 공간 구조에서 처리되는 

것들과 개념 구조에서 처리되는 것들, 그리고 두 구조 사이에 공유되는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은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은유  의미를 이해하

기 한 특별한 과정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은유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

면서도 은유  이해에 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유에서 나타나는 언어 표 의 극  역할과 련된 

241) Ibid.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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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언어 표 에 한 경험은 

은유의 이 성과 은유의 확장 상을 설명하는 데 불가결한 역할을 한

다. 은유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도 여 히 축자  표 의 의미가 함께 

경험되거나 축자  표 이 속하는 의미의 체계를 통해 은유가 확장될 

때 이러한 상들의 심에는 언어 표 에 한 경험이 존재한다. 개념 

의미론은 언어 표 의 심 인 역할을 설명할 때도 기존 구문 심  

의미론에 비해 유리한 치에 있다. 구문 심 의미론에서 언어 표 은 

단지 구문 형식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어 표 과 구문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은 구문 심 의미론에 있어 골치 아  문

제가 된다. 를 들어, 어의 ‘kick the bucket'과 같은 용어는 이 

단어들의 문법  역할을 통해서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 구문 심 의

미론에서는 이 게 언어 표 의 구문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설명하기 해 이러한 용구가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된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용구들의 다양

한 용법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먼  용어구가 항상 한 덩어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take 

[NP] for granted'와 같은 용어는 간에 다른 구문  요소가 개입되

기 때문에 하나의 구문  요소로 표시하기 어렵다. 한 용어를 구문

 요소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The cat's got my tongue'과 같이 

문장 체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용어가 하나의 구문 요소라는 

주장에 반례가 된다. 만일 이 용구가 하나의 구문  요소, 를 들어 

동사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잘못된 형태의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많은 용구들이 구문 심주의의 설명에 잘 

들어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된다.242) 

   반면 개념 의미론에서는 음운 모듈이 구문 모듈과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념 의미론에서 ‘kick the 

bucket'이라는 음운  요소는 구문 모듈에 그 로 반 된다. 하지만 구

242) Ibid. pp.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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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ck  j the  k bucket

VPm

i V NP

j Det k N

[DIE]m

음운 모 구문 모 개념 모

문 모듈이 개념 모듈과 상호작용할 때는 모든 구문 요소에 의미가 부여

되는 신 이 요소들을 포함하는 동사구(VP)가 표로 개념 모듈과 연

결되어 [die]라는 의미가 동사구 체에 용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i, j, k는 왼쪽 아래 첨자로 표시되어 음운 모듈과 구문 모듈 사이의 공

통 요소임을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첨자 m은 구문 모듈과 개념 모듈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를 표시한다.  

[그림 2: ‘kick the bucket’에 한 개념 의미론  분석]

은유의 경우에도 그것의 내용과 표 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구에서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은유의 경우에는 축자 인 의미가 여 히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기 때문에 상용구의 사례에 완 히 들어맞지 않는다. ‘kick the 

bucket'의 경우 우리는 이 상용구를 [die]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원래 축자 인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반면 ‘ 리엣은 태양이

다’라는 은유는 [ 리엣이 세상의 심이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 리

엣은 태양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은유에 해서는 추

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을 해서는 의미 역  공간 구조의 역할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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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언어 표 이 속하는 음운 모듈은 공간 구조와 직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개념 구조를 통해 간 으로 연결된다. 를 들어, ‘ 리엣은 

태양이다’라는 은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 리엣’과 ‘태양’이라

는 표 에 해당하는 개념 구조의 요소가 공간 구조의 요소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유의 비교 과정에서 주제와 매체가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 사이에 공유됨으로

써 은유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은유의 이해에 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매체와 주제는 [ 리엣은 세상의 심이다]라는 내용이 

악된 후에도 여 히 상호작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die]라는 의미가 

확정되는 ‘kick the bucket'의 경우와는 달리 ‘ 리엣은 태양이다’의 

내용은 [ 리엣은 세상의 심이다]로 완 히 악되지 않고 여 히 다

양한 요소들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즉 은유의 내용은 완 히 문장으로 

표 되지 않기 때문에 명제  내용이 악된 후에도 주제와 매체의 상

호작용은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표 인 두 요소의 의미가 

여 히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 에서 제시될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겠다.

   은유의 내용이 명제  내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는 은유를 이해

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그 종류뿐 아니라 범 에 있어서도 매

우 방 하기 때문이다. 은유의 이해와 련된 비교 과정에는 의미와 사

회 문화  함축, 그리고 정서  요소들이 개입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은유에 직  나타난 표 뿐 아니라 이 표 과 연 된 개념 체계와 련

된 요소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은유의 확장이라는 상

을 설명한다.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에서 의미 역인 개념 구조와 공

간 구조는 우리가 세계를 악하는 체계 인 방식을 반 하는 인지 체

계이기 때문에 단일 개념뿐 아니라 개념 체계의 도입도 자연스럽게 설

명된다. 

  이와 같이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이 은유의 다양한 특성들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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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은유는 언어라는 수단

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언어가 일반 으로 수행하는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표 과 련된 우리의 일반 인 믿음 체계의 개입

을 요구하고 한 그 과정에 심  이미지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언어

는 우리의 생각을 달하기 한 편리한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

편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느낌을 달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우리는 

소  ‘말로 표 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과 경험들을 표 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은유는 말을 이용하여 ‘말로 표 할 수 없는’ 

것을 표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

는 언어의 아래에 우리의 보편  인지 능력이 작동하고 있고 은유는 바

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우리의 보편

 인지 능력이 발휘되는 한 가지 방식이다. 표면 인 언어 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러한 큰 그림을 못 보게 되고 결국은 언어 자

체에 한 올바른 이해도 불가능하다.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은 이처

럼 언어를 체 인지 능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

하기 때문에 은유의 작용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를 심에 놓고 인지 능력도 언어의 에서 해석하는 기존 이

론들에게 은유는 골치 아  상이었다. 그들이 정해 놓은 언어 심

인 이론의 틀로는 은유를 제 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 

과정을 일종의 계산 과정으로만 생각하면 은유에서 요한 부분인 이미

지의 작용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포함될 수가 없다. 지 까지 이미지의 

작용은 비합리 이고 신비로운 과정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재 도

는 공간 구조를 의미의 역에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온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요 인지 능력이 하게 다 져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재 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공간 구조에 한 연구

는 아직 기 단계이고 그 구조의 세부 인 과정이 밝 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한

계를 염두에 두고 다음 에서는 구체 인 은유의 사례의 분석이 지



205

까지의 개념 의미론  설명을 용해 보겠다.  

5.4 은유의 사례에 한 개념 의미론  설명

   개념 의미론은 지 까지 많은 은유 이론들이 성공 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은유의 특징들에 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

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해 실제 은유 문장을 

개념 의미론에 용하여 해석해 보겠다. 우선 은유 문장과의 비교를 

해 일반 인 문장이 개념 의미론에서 어떻게 분석되는지 알아보자. 

(7) 작은 별이 큰 별 에 있다. (The little star is beside a big star.)

  (7)은 어떤 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의 주요 개념  요소는 상황(SITUATION)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

이 어떤 장소에 있는 상태(STATE)로 구성된다. BE는 이 상태를 타나내

는 함수로 두 개의 논항(하나의 상과 하나의 치)을 갖는다. 두 논항 

 상을 나타내는 첫째 논항은 다시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상

에 해당하는 별 ‘star', 그 별을 한정하는 정 사 'the', 그리고 별의 속

성을 가리키는 수식어 'little'이다. 다음으로 치에 해당하는 둘째 논항

은 다시 치를 나타내는 BESIDE라는 함수와 이 함수의 논항이 되는 

큰 별 ’a big star'로 구성된다. 개념 구조에서 나타나는 상과 치라

는 요소는 공간 구조와 공유되는 요소이며, 공간 구조에서는 이러한 요

소를 통해 이 상황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가 함께 이 문장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게 (7)에 서는 그것의 개

념  구조와 공간  계가 모두 분명하게 악되고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도 명확하게 악된다.

(8) 리엣은 태양이다. (Juliet is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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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표면 으로 동일성 문장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술어가 

주어에 속성을 부여하는 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떤 상

에 속성을 부여하여 일종의 상태를 기술하는 문장으로 분석되어야 한

다. 여기서 BE는 (7)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논항을 갖는 함수이며, 첫째 

논항은 리엣이고 둘째 논항은 태양이다. 그러나 둘째 논항인 태양은 

리엣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7)에서와는 달

리 개념 인 충돌이 발생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에 한 개

념  속성들 에는 리엣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게 언어  속성만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맥락  요소를 도입해서 이 문장이 합리 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를 들어, ‘구석에 앉은 햄 샌드 치가 

커피를 주문했다’라는 문장에서 문자  의미의 햄 샌드 치는 커피를 

주문할 수 없다는 이상함이 맥락에 의해 햄 샌드 치는 햄 샌드 치와 

련된 사람이라는 추론에 의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이 리

엣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게 발화 맥락에서 직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해 다음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 구조

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다. 리엣과 태양이라는 두 요소는 개념 구조

와 공간 구조가 공유하는 표 인 물리  상에 속하므로 이 두 상

은 개념-공간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공간 구조에도 표 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과 리엣이 공간 구조에 표상되는 것만으로 즉시 의미  

결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8)을 합리 으로 이해하기 해 공간 구

조에서 두 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앞서 인지 

언어학에서 보았던 혼성 공간 이론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다.243) 

243)  공간  본  프   미지 도식 에 토  고 

 것  장한 것 다. 잭 도프 신  공간  작동 식에 해 체

  공하지 지만 신 공간  미지 도식과 같  것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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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에서는 혼성 공간 이론의 원리를 설명하기 해 ‘이 외과의사는 

도살업자이다’라는 은유를 분석해 보았다. 혼성 공간을 통해 외과 의

사가 도살업자와 같은 수단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상상함으로써 

‘무능력하다’라는 새로운 속성의 도출된다는 설명이었다. 리엣과 

태양이라는 두 상에 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도출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 혼성 공간에서 우리는 리엣이 태

양이 되는 다양한 방식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우선 태양계의 심 치

에 리엣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 다면 리엣을 심으로 다

른 행성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리엣이 요하고 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한 리엣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리엣이 생명의 근원이고 에 지의 원천이라

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 체가 공간 구조에서 일어나

는 것은 아니고 공간 구조와 개념 구조 사이의 긴 한 상호 작용을 통

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공간 구조에서는 이러한 상들의 모양, 

치, 역학 계 등을 악할 수 있고, 개념 구조에서는 공간 구조에서 구

성된 이러한 치, 힘의 계를 추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244) 

  이 게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처음에 충돌하던 

두 개념으로부터 리엣은 로미오에게 가장 요한 사람이고 모든 행동

의 결정에 향을 주고, 존재의 근원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등의 

합리 인 의미들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게 악된 

의미는 원래의 구문 구조와 잘 응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이 축자

으로 표 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 5.3에서 보았듯이 문장의 구문과 의

수 다고 한다.(Jackendoff, Foundations of language, p. 347) 지 언어학

과 개  미  언어   하는 식  다 지만 재 도프  공간 는 

미지 도식  식  갖고 다는 에  지 언어학과  공통  가지

고 다고 볼 수 다. 라  공간  작동  하는   공간 개  들

여 는 것에는 리가 없어 보 다.

244) 개   공간  사  상 작용에 한 한  Jackendoff, 

Foundations of language, pp. 345-35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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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우 보편 인 상이고 개념 의미론은 음운/

구문/의미 모듈의 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245) 

  이 게 음운-구문 구조와 의미의 구조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상황은 

은유에 한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합하다. (8)에서 이 문장의 의

미는 리엣과 태양이라는 상을 공간 구조를 통해 조화시키고 그러한 

결과를 개념 구조에서 추상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의 종합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리엣이 요하고 향력 있으며 생명의 원천이 된다

는 의미를 악했을 때, 음운-구문을 통해 제시된 ‘ 리엣은 태양이

다’라는 형식을 바로 이러한 명제  내용과 응시킬 수는 없다. 5.3에

서 보았듯이 이 은유의 주제와 매체가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들은 이러한 명제  내용으로 모두 

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제  내용이 악된 후에도 ‘ 리

엣’과 ‘태양’의 상호작용은 여 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는 축자 인 의미가 여 히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8)에 나타나는 ‘ 리엣’과 ‘태양’이라는 두 표 은 개념 구조를 통

해서 공간 구조에 간 으로 연결되어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에서 주

제와 매체가 상호작용할 때 이 두 표 의 축자  의미가 작동하는 느낌

을 다. 이러한 분석은 많은 은유 이론들이 은유가 이미지나 도상과 

련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해명해 다. 공간 구조에서의 ‘ 리엣’

과 ‘태양’의 이미지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유를 이해할 때 

이미지가 작용한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재 도 의 이론을 

통해 은유를 이해하면 은유에 한 다양한 직 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고 은유의 이해에 련되는 비교 과정과 은유  의미 사이의 단

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8)과 같은 은유 문장의 분석에 한 조를 해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가 상호작용하지만 합리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문장을 분

245) Ibid. pp. 167-177 (   가 미   결 하는  심  

에 는 러한 상  연스럽게 하지 못하  에 것  개  미  

지지하는  다  근거가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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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보자.

(9) 무색의 녹색 념이 맹렬하게 잠을 잔다.(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문장 (9)는 (8)과 마찬가지로 개념 구조에서 합리 인 의미를 악할 수 

없다. ‘colorless’라는 수식어는 ‘green’이라는 색을 수식한다는 것

은 모순 이며 ‘green’ 이라는 시각  개념이 ‘idea’라는 추상 개

념을 수식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한 ‘idea’라는 추상 인 

상은 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sleep’이라는 동사의 논항이 되기에 

합하지 않고, 역동 인 상태를 나타내는 ‘furiously’라는 부사 역시 

‘sleep’을 수식하기에 부 합하다. 그 다면 이러한 표 들이 은유의 

경우처럼 공간 구조를 통해 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까? ‘idea’

는 추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 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지만 논의를 

해 이것을 일종의 형체가 모호한 상으로 변형하여 공간 구조에 표

상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형체가 모호한 어떤 상이 난폭

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미지로부터 그 이미지 이상의 어떤 합리 인 내

용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일반 으로 은유의 경우 그것을 

통해 은유 인 속성을 부여하려는 사태나 상이 존재한다. (8)도 이 은

유를 통해 새로운 속성이 부여되는 리엣이라는 상이 분명히 존재한

다. 그러나 문장 (9)의 경우는 합리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과 속성

의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9)에서는 공간 구조에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더라도 합리 인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에서 (8)과 

다르다. 

  지 까지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의 구조에서 은유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은유는 언어  형식이 제시하는 개념들이 서

로 충돌하는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의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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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 합리 인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 그러나 이 게 도출된 합리  내용은 은유의 이해 과정을 모두 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이

것은 은유  의미가 악된 후에도 축자  의미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다. 이것이 바로 은유에서 경험되는 이 성이고, 은유 경험의 

이 성이라는 상은 지 까지 살펴본 많은 은유 이론들이 은유를 설명

할 때 암 가 되어 결국 그 이론들을 침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에서는 비록 하나의 은유를 분석하는 데 그쳤지만 재 도 의 개념 의

미론이 이러한 암 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선사(導船師)의 역할

을 훌륭히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5 이 장의 결론

   이 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살펴본 은유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고 이러

한 특징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유 이론의 그림을 제시하 다. 지

까지 다양한 은유 이론들을 검토해온 결과 올바른 은유 이론이 갖춰

야할 조건들이 도출되었고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은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킬 은유이론의 토 가 되기에 합한 이론으로 보인다. 올바른 은

유 이론은 우선 언어의 작용 원리와 개념의 작용 원리에 한 구분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재 도 의 언어 능력에 

한 표상  모듈 개념은 음운 모듈, 구문 모듈, 개념 모듈을 구분하여 

언어 역과 개념 역을 구분할 뿐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 원리를 설

명할 수 있다. 한 많은 은유 이론들이 은유의 비교 경험과 은유  의

미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냈는데 개념 의미론은 의미 역

에 개념 구조뿐 아니라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포함시킴으

로써 이러한 문제에 한 자연스러운 해법을 제시한다. 공간 구조의 도

입은 한 은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은유 경험의 이 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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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완 히 명제화되지 않은 내용은 언어 표 과 간 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 구조를 통해 언어 표 의 축자  의미가 여 히 작동하

는 것과 같은 느낌을  수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한 은유의 원리에 한 설명은 비록 충분히 정교한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은유를 제 로 설명할 수 있음

을 증명함으로써 앞으로 완성된 이론으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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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논문은 은유라는 상에 한 근본 인 이해를 목표로 지 까지 

수많은 기존 이론들의 공과(功過)를 검토하며 은유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을 탐구해왔다. 1장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의 탐구 상

은 ‘ 리엣은 태양이다’와 같은 기본 형식의 은유 문장이다. 이 논문

에서는 시종일  ‘ 리엣은 태양이다’를 이해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

이 일어나는지를 추 하고 5장에서 개념 의미론에 기반하여 내가 고안

한 방식으로 이 은유에 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논의의 상을 기본 형식 은유 문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

이나 진리의 지 에 한 비  안으로 언 되는 은유에 한 거  

담론과 무 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은유 문장이 아닌 형이상학

 논의에 해 ‘은유’라는 표 이 사용되는 경우 ‘은유’가 비유

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비유가 모종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듯이 ‘은유’가 형이상학  논의에 비유 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은유 문장과 공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이 

논문은 축자 으로 사용된 ‘은유’의 본질에 한 연구만을 목표로 하

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거  담론의 비유  용법에 한 이해와 무 하

지는 않을 것으로 상한다.

   지 까지 살펴본 은유 이론들이 은유를 설명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부

터 알 수 있듯이 은유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이다. 은유에 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큰 이유  하나는 은유가 서로 상반되는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다. 은유는 언어를 표  형식으로 삼고 동의나 

거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달한다. 다른 한편, 은유는 주제

와 매체에 해당하는 두 상을 총체 인 에서 서로 비교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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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는 일종의 이미지가 작용한다고 생각되었다. 

언어와 그림은 매우 다른 표상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가지 특

징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은유에 한 연구가 직면하는  다른 문제는 은유가 이해된 후에도 

은유의 원래 표 이 갖는 축자  의미가 여 히 작용하는 상을 설명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은유 연구의 기부터 주목되었으나 

이 상에 한 본격 인 설명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

서 소개하고 있는 표 인 설명은 스턴과 키테이의 것인데 이들은 각

각 ‘축자  매체(literal vehicle)’와 ‘함축  기호(connotative 

semiotic)’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 표 , 축자  의미, 그리고 은유

 의미 사이의 계를 설명한다. 은유에서 경험하는 이 성은 보편

인 것이기에 이들은 모두 동일한 직 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이 이러

한 직 을 설명하기 해 택한 이론  근거는 이 직 을 포함하기에 부

한 것임이 드러났다. 

   의 두 가지 특징과 무 하지 않은 은유의  다른 특징은 은유 표

에 사용된 단어가 속한 의미 체계를 통해 새로운 은유가 만들어지는 

은유의 확장 상이다. 이러한 상은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은유의 확장이 언어의 체계를 반 하는 상인지 개념 

체계를 반 하는 상인지에 한 논쟁을 가져왔다. 그러나 언어와 개

념이 서로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연히 요한 다른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의미의 

양쪽 측면에 한 고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은유가 드러내는 이러한 복합 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합한 이론  기반으로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을 채택하 다. 재 도

의 개념 의미론은 언어 능력을 음운, 구문, 의미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 기능  단 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주장함

으로써 언어와 개념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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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 기능에 개념  구조뿐 아니라 공간 구조를 포함하여 세계에 

한 감각  경험이 의미와 어떻게 련되는지를 보여 다. 이러한 이

론  구조는 일상 인 의미의 작용을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지 까지 많

은 은유 이론들이 설명에 난항을 겪었던 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 토  에 간략하게나마 은유 

이론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한 가지 은유 사례에 한 분석을 

제시하 다.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은유에 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유가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진행되는 언어  의

미 이해 과정을 의식의 수 으로 끌어 올려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에서 주장한 안  은유 이론에 따르면 은유는 세계에 

한 개념  이해와 지각  이해가 상호작용한 결과 합리  내용을 도

출하게 되는 상인데 우리는 이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기존 의미론  의미 이론에서는 

이것을 은유  의미와 축자  의미가 공존하는 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바로 은유 경험의 이 성을 가리킨다. 은유 경험의 이 성이 이

처럼 개념  이해와 지각  이해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

존의 의미론들이 은유 경험의 이 성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다. 기존 의미론들은 의미를 오직 개념  차원에서만 이해하려

고 했고 은유 역시 이러한 틀에 넣어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은유의 

주요 특징을 그들의 의미론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

이다. 반면 재 도 의 이론은 의미에 개념 구조와 공간 구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은유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설

명할 수 있었다. 재 도 의 이론에서 공간 구조를 의미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물론 은유를 설명하기 함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구조

와 은유 경험의 이 성을 연결시키는 설명은 순환의 오류를 범한다고 

볼 수 없다. 신 이것은 서론에서 제안했듯이 은유를 잘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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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이 좋은 의미 이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론에

서 은유는 더 이상 의미의 어두운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의미의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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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ilosophical Study on Metaphor

: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concept

Kang, Sun Ah

Dep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nature of metaphor. Though 

metaphor is a very common way of using language, it’s not easy 

to understand its underlying principle.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e nature of metaphor in three aspects. First, it 

investigates an experience of metaphor which is a mental state 

occurred by metaphor. Second, it examines metaphorical 

meaning that is a rational content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metaphor. And third, it considers the role of language as a 

metaphorical medium.

  First, with regard to metaphorical experience, it is a unique 

experience of comparison, accompanying wit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metaphor. Metaphor is a process in which we 

capture a fresh resemblance between two objects and is different 

from usual comparison in that it is asymmetrical and 

irreversible. In metaphorical comparison, we need to find 

resemblance between two objects that share no salient property, 

so we should consider properties that belong not only 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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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but also to their related systems. Metaphorical 

comparison includes social/cultural value and connotations, 

personal association, emotion etc. as well as properties, and it 

seems that this fact makes it more difficult to capture clear 

content from comparative experience of metaphor.  

   However, it doesn’t mean that it is impossible to capture 

clear content from comparison, therefore there has been many 

attempts to explain this process theoretically. It is the second 

them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metaphor, that is the 

metaphorical meaning. Studies on metaphorical meaning could 

take two different approaches, the first one depends on purely 

linguistic principle, but it makes the metaphorical meaning too 

thin, on the other hand, the other approach includes the 

process of metaphorical comparison in the explanation of 

metaphorical meaning, but it makes the concept of meaning too 

vague. Therefore these two approaches are evaluated as 

inappropriate. When it comes to metaphorical meaning, it would 

be better to admit the distinction between linguistically 

expressible and inexpressible parts of metaphorical experience 

and give semantic explanation only to linguistically expressible 

part rather than to try to reduce the entire experience of 

metaphor into linguistic meaning. 

   Investigation of language as metaphorical medium reveals the 

most interesting feature of metaphor. The words used in 

metaphorical sentence are related not only with their 

conventional meaning but also with underlying system of their 

meaning, and even social/cultural value and connotations. And 

this very feature of words makes it impossible to replac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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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ir synonymy and enable them to expand the metaphor 

into new one through related system of meaning. 

   Most of all, the experience of twofoldness, in which literal 

meaning remains active even after the metaphorical meaning is 

grasped, is the most unique feature of metaphor. Even though it 

is the most essential feature of metaphor, many theories fail to 

explain it. I argue that meaning should include spatial structure 

as well as conceptual structure in order to be able to explain 

this feature. This is the main theme of conceptual semantics, so 

I argue that conceptual semantics could be proper basis for 

theory of metaphor and it is a correct theory of meaning by 

itself. 

------------------------

keywords: metaphorical meaning, similarity, formal semantics, 

semantic field theory,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ual semantics

Student Number: 2005-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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