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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광고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지칭 어휘’들인 ‘소비자, 고객, 애

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

러한 변화들이 반 하는 각 시대의 어휘 사용 환경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구축되어 있는 1920

년 4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의 <동아일보> 광고자료를 분석하

여 각 지칭 어휘들의 시대별 사용 빈도수를 추출하 다. 이러한 자료를 기

반으로 의미장을 공유하는 어휘들이 경쟁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

으며 소비자 지칭 어휘들이 어휘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 양상이 

변화되는 모습도 확인하 다.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가구’로 정

의되며 ‘소비자 지칭 어휘’란 ‘광고 속에서 소비자와 교체되어 사용되었을 

때 같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를 의미한다. 광고에서 ‘소비자’라는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들은 소비행위 중 구매행위에 집중된 단

어인지 사용행위에 집중된 것인지, 그 소비행위의 대상이 재화인지 서비스

(용역)인지, 그리고 소비행위의 주체가 개인인지 가구인지에 따라서 구별되

어 사용되고 있다. 

‘고객’은 20년대부터 주도적인 광고어휘로 사용되어 왔으며, ‘소비자’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애용자’는 60년대까지 ‘고

객’과 함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다 세력이 약화되어, 90년대엔 거의 사용

되지 않고 있다. ‘수용가’와 ‘수요가’, ‘수요자’는 모두 60년대에 다양한 상

품의 광고에서 소비자 지칭어휘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 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용자’와 ‘사용자’는 광고어휘로는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의 광고 

사용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소비자, 고객’은 상위 빈도수 어휘로 나타났

고,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는 하위 빈도수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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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상위 빈도수 어휘인 ‘소비자’와 ‘고객’의 사용 양상 변화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가 공급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변

화되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 역시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었

음을 반 하고 있다. 하위 빈도수 어휘 중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의 사용 

양상 변화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며 실

현해 가는지에 대한 어휘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 이용자’의 사용 양상 변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등

장과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어휘 사용의 추세를 끌고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광고에 사용된 ‘소비자 지칭 어휘’에는 광고주(기업)가 기업의 이윤을 극

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 경제주체인 소비자가 경제구조 속에 차지하는 위치가 드러나 있다.  

‘소비자 지칭 어휘’의 사용 양상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의 변화 

양상과 연동되어 나타나며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 한다. 이러한 어휘의 사

용 양상과 사회⋅경제적 어휘 사용 환경의 일관된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어휘 변화의 통시적 연구에서 광고자료가 갖는 언어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지칭 어휘, 광고어휘, 소비자, 고객, 수용가, 애용자, 상위빈도수 

어휘, 하위빈도수 어휘

학  번 : 921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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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광고는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광고

에 사용된 어휘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화된 관념을 함축적으로 반 하

고 있으며 광고자료는 어휘 사용 양상의 변화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치 있는 언어자료이다.

본 연구는 신문 광고에 사용된 ‘소비자 지칭 어휘’들이 보이는 사용 양

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들이 반 하고 있는 어휘 사

용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는 기업과 가계, 정부 등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세 경제 주체 가

운데 소비의 주체인 가계(개인 또는 가구)를 가리키며, 소비자 지칭 어휘들

의 어휘 사용 환경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의미한

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이다. 필요를 뛰어넘는 상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광고는 사람들을 소비문화의 중심부로 이끌고 있다. 현대 소비사

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매순간 선택해야 하는 소비

자로 살아가고 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구매 욕구를 갖게 하고, 구매행위

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광고이다. 광고는 화자(광고주)⋅
청자(소비자)⋅언어행위의 목적(구매행위의 유도,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

이 명확하게 전제되어있는 목적의식적인 언어행위이다. 

채완(2007: 164)에 따르면 광고는 “설득의 언어로서 소비자의 언어 감각

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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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언어 사용 양상을 엿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며 “당대의 언어생활을 비추

는 하나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의 특성으로 인해 광고자료

는 당대 화자들의 직관을 명확히 드러내는 완결적인 언어자료로 기능한다. 

광고자료는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 모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자료이며, “언어의 여러 가지 양상이 그 사용자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학문적으

로 체계화하는 것”(채서  2004)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에서도 매

우 중요한 언어자료이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어휘가 있다. 

새로운 어휘가 생성되기도 하고 의미와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때로는 같은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세력을 

잃기도 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광고에서 ‘소비자’라는 동일

한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들은 매우 다양한 대체어들로 실현되고 있다.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어휘들이 시대별로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경쟁에

서 려 세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세력을 다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다양한 대체어들이 서로 경쟁하며 실현되는 모

습을 통해 어휘 사용 양상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구축되어 있는 1920년 4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동아일보> 광고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자료

의 분석 기간을 1920년대부터 1990년대로 한정한 것은 1920년대가 근대적 

회사설립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1)(국사편찬위원회 2007-1: 177)로, 광고

가 기업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자료에서 어휘 사용 양상을 

 1) 이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정치 포기와 회사령 철폐로 인한 결과이다.

(국사편찬위원회 2007-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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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가장 적절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을 자본주의 상품 경제의 주체인 ‘소비자’를 지칭하는 

광고어휘로 한정해 진행하는 연구이므로,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양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시대상황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또 자료를 1990년대까지

의 것으로 한정한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는 정보통신분야의 비

약적인 기술의 변화, 더불어 그에 따른 매체의 변화, 소비환경의 변화가 급

격하게 이루어져 2000년대 이후의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은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신문광고에 사용된 어휘를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공시적인 연구

로 <독립신문>을 대상으로 개화기의 광고어휘 사용 양상을 연구하고 이를 

다시 1990년 <평양신문> 광고와 비교하여 북한 신문 광고 언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본 박 준(2005)과 1950년대 신문 광고 카피에 나타난 국어 생활

의 단면을 관찰하고 해석한 채완(2007)의 논문이 있다. 통시적 연구로는 

1960년대에서 2000년 사이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광고언어 

분석을 통해 시대별 광고언어 차이를 밝힌 박종민 외(2007)가 있다. 신문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어휘연구들은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 대부분

에서 어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광고어

휘의 특성은 개별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를 균질한 조건 속에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광고자료를 생성한다. 이러한 광고자료의 특성에 

주목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어휘들의 사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작

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는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겨

레> 4개 매체의 창간일2)부터 1999년까지의 발행 자료를 스캔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구축된 자료 중 본 연구의 대상 시기와 일치하는 <동아

일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소비자 지칭 어휘로 ‘소비자, 고객, 애용

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를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

 2) 각 신문의 창간일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매일경제> 1966년 3월 

24일, <한겨레> 1988 5월 15일.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 4 -

정하 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가구’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지칭 어휘’는 ‘재화나 서

비스의 구매과정 또는 사용과정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의 뜻으

로 사용되고 있는 광고 어휘들로 한정한다. 

자료 정리와 분석의 연대 구획을 위해 김광수(1997)와 김민환 외(2001)를 

재구성해, 우리나라 광고내용의 변천과정을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리한 박종민 외(2007)의 시대 구분 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 다. 이는 

“모든 언어 현상은 항상 역사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는”(권재일 2005: 3) 것

이므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에 타당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표1]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천사(박종민 외 2007: 404)

시대 특징

일제강점기 광고

(1920년~1944년)

한일합방이후 <매일신보>만 우리말 일간신문이었으나, 3⋅1운동

이후 문화정치 시대인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

신문> 창간, 광고가 지면 30% 차지. 광고수입은 신문사 전체수

입의 30-40% 정도, 조선상품 25%, 일본상품 68%, 미국상품 6%

정도. 주로 잡화, 약품, 화장품 중심 광고. <동아일보> 1930년대 

성병, 정력제와 관련한 의약품광고, 우미관, 단성사, 조선극장 

등의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

자본주의 형성기

(1945년~1960년)

식민지경제를 탈피, 국민경제가 형성되는 시기. 최초의 텔레비

전 방송인 HLKZ-TV가 1956년 개국하고 최초 TV광고가 출현. 

해방이후 언론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시대 광고는 고

지가 대부분이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곁들이는 정도.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 혹은 안내수준. 동아제약의 ‘생명수’ 광고문

안은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토사곽란, 술을 과음했을 때

는’이라고 증상 제시형. 동아라사 광고에는 ‘대망의 최우량품 

출현’, ‘고급 추동복지 각종 구비’ 등 한글보다는 한자로 된 문

안이 대부분.

경공업 형성기

(1961년~1960년)

국가주도의 외향적 개발전략이 추진되는 시기. 주로 라디오 매

체가 광고의 주도적 역할. 텔레비전 방송사가 본격적으로 태동

하는 시기. 광고시장은 1966년에 약 30억 원에서 1969년에는 70

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 전문프로듀서, 성우 등 인력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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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외(2007: 404)에서는 일제 강점기(1920년~1944년), 자본주의 형성

기(1945년~1960년), 경공업 형성기(1961년~1971년), 중화학 성장기(1972

년~1979년), 선진자본주의 진입기(1980년~1990년), 선진자본주의 실험기

(1991년~1997년), 선진자본주의 재진입기(1998년~현재)로 시대를 구분하

교육, 광고문작성 기술, 라디오 광고의 음향효과, 커머셜송의 유

행을 통한 제작기술이 발전. TV광고는 묘사수준, 경쾌한 리듬과 

명랑한 느낌으로 표현된 커머셜송 등장. ‘진로소주’를 비롯해 

대 제약의 ‘셀민’, 삼진제약의 ‘카바마인’, 동양제약의 ‘카보밍

의 약품광고에 광고노래가 사용.

중화학 성장기

(1972년~1979년)

GNP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던 비중이 1972년의 0.55%(190억 원)

에서 1979년에는 0.71%(2186억 원)로 증가. 단순한 정보기능에

서 탈피, 특수촬 기술이 사용. 기업들의 광고에서 군사정부의 

정책을 광고에 반 하는 국제홍보스타일의 기업광고, 유신과업, 

새마을 운동, 근검절약 같은 내용. 1979년부터는 방송윤리위원

회의 활동에 의해 모든 광고는 소비자 계몽을 위한 소비절약 

캠페인 슬로건이나, 정신순화 운동 슬로건을 삽입시켜야 했음.

선진자본주의 

진입기

(1980년~1990년)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탄생. 많은 광고회사가 설립. 컬러

TV방송 시작. 1988년에는 광고비가 1조 원을 돌파. 1989년에는 

광고비가 GNP 대비 1%를 넘게 됨. 라디오 광고비 점유율 격감

과 TV광고의 부상. ‘감성광고 시대’.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기법, 해외로케이션 광고, 이벤트 광고, 외국인 모델 기용,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PR광고 증가.

선진자본주의 

실험기 

(1991년~1997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정착. 1991년 12월 SBS 개국. 케이블TV 

등장.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시장진입 활발. 총 광고비는 1991년

에 비해 1997년에 224% 정도 증가. 1997년 광고비가 IMF로 인

해 대폭 감소. 신문광고 1997년에 들어 40% 아래로 감소. 다양

한 광고표현, 비주얼 의존도 증가, 1994년 벌거벗은 남자와 여

자의 모습이 목욕제품의 신문광고에 등장. 젊은 층의 라이프스

타일 광고 인기.

선진 자본주의 

재진입기

(1998년~현재)

IMF 경제위기 극복, 국제 경제 질서의 편입 가속. 위성과 인터

넷 등 뉴미디어의 출현. IMF 체제 이전 광고시장 규모 4조 

3,769억 원, 1998년에는 외환 및 경제위기로 3조 4,846억 원으로 

감소. 1999년에 급격히 회복, IMF 이전 수준인 4조 6,206억원. 

신문의 지면 증면. 절약 강조 광고, 애국심 호소형, 가격소구 광

고, 격려형 광고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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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1920년 조선총독부의 회사령3) 철폐 이후 본

격적인 민족기업 설립의 증가가 이루어졌던 20년대와 일제의 식민지 공업

화 시기 던 30년대로 나누었고, 자본주의 형성기를 경제적 기반이 모두 

무너져버린 1950년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40년대와 50년대로 구분하 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동아일보>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

안 폐간이 지속되어서 해방 전후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

문이다.4) 경공업 형성기(1961년~1971년), 중화학 성장기(1972년~1979년), 선

진자본주의 진입기(1980년~1990년)는 자료의 정리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 60년대(1960년~1969년), 70년대(1970년~1979년), 80년대(1980년~1989

년)로, 그 이후는 90년대(1990년~1999년)로 조정하 다. 

먼저 대상어휘가 나타나 있는 광고를 조사하여 어휘별로 사용 건수를 위

에서 논의한 시대구분에 따라 십년 단위로 정리하고, 다시 사용 비율로 환

산하여 정리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로 사용 비율을 분석, 어휘들

의 빈도 순위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흐름을 알아본 후, 개별 어휘들의 변화 

양상을 어휘별로 살펴보았다. 대상어휘들이 반 하고 있는 어휘 사용의 사

회적 맥락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당대의 신문 기사들을 사용하 다.

소비자 지칭 어휘들이 사용된 연대별 광고 건수는 20년대 43건으로 시작

하여 30년대에는 112건으로 160%가 증가하 으며, 40년대와 50년대는 각

각 14건과 10건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5) 이는 일

 3) 조선 회사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전에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

정한 법으로,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일본의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산업 자본과 맞

설 수 있는 민족 자본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

사편찬위원회 2007-2: 227) 

 4)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동아일보>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한국 경제

사에서 해방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논문에서는 모든 자료에 40년대와 50년대 자료를 동일하게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수치를 근거로 유의미한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

면 1940년 8월 12일에 시작된 <동아일보> 강제폐간이 5년이 넘는 1945년 11월 30일

까지 이어졌고, 1950년의 발행 중단 기간은 1950.6.28.~1950.10.3.으로 길지 않으나 전

쟁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발전단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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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의한 <동아일보> 폐간조치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결

과로, 신문의 안정적인 발행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60년대 이후 다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게 된다. 70년대에는 60년대보다 

15%, 80년대에는 20%, 그리고 90년대에는 5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휘들 중 ‘소비자’와 ‘고객’은 총 사용 건수의 30%와 60%라는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신문기사와 광고에서 사용된 빈도수를 비교하여 

두 어휘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반 하는 사회적 맥락의 해석을 시도하

으며, 공기어 분석을 통해 두 어휘의 사용 환경과 의미 속성을 비교하 다. 

하위 빈도를 보인 어휘들 중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는 광고어휘의 기능은 소멸했지만 일상언어에서 흥미로운 사용 양

상을 보인 ‘수용가’를 중심으로, 광고와 신문 기사에서 실현되는 모습 비교

를 통해 어휘 사용 양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 8 -

제2장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2.1. 개관

소비자 지칭 어휘란 광고 속에서 ‘소비자’6)와 교체되어 사용되었을 때 

같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를 의미한다. 즉,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신자(청자)인 소비자를 지칭하여 사용되는 ‘소비자’ 대체어들을 의미한

다. 

(1) a. 좋은 차는 소비자가 먼저 알아보더군요!

[1996.9.16. 현대자동차]7)

b. 로얄 가족이 고객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1984.1.9. 대우자동차]

c. 맵시-나 하이디럭스의 안전과 품위에 신뢰와 호평을 보내

주신 수요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5.6.19. 대우자동차]

d. 수용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출고기간을 단축했습니다.8)

[1970.7.22. 신진자동차]

e. 수요가에 의하여 판정이 났습니다.

[1970.5.13. 신진자동차]

 6) 본 연구의 대상어휘인 소비자 지칭 어휘를 나타낼 때는 ‘ ’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그

러나 예문인 신문기사나 광고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밑줄을 그어 표기한다.

 7) 광고일 경우는 면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고, 기사일 경우만 면에 대한 정보를 표기

한다.

 8) <동아일보>에는 수용가가 사용된 자동차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1970년 7월 22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신진자동차 광고를 인용하 다. 이는 e.의 광

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실린 동일 광고주의 동일 상품 광고이므로 동일한 사용맥락

을 갖는 사용의 예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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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가구’로 정

의되며 이에 상응하는 어휘들은 때로는 수사학적인 기능을 하는 대체어로 

하나의 광고 안에서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2) a. 고객제위에 삼가아뢰나이다!

등귀일로의 물가고는 제과원료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

니다. 

애용자제위게는 진정 죄송스러운 일이오나 “품질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 기 가격의 인상, 포장의 현실화 양의 조절을 

감행하 읍니다. 

[1964.1.15. 오리온제과공업주식회사]

b.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일부 해피론 지정판매소에서 고객들에게 값싼 저질유사품

을 해피론이라고 속여서 파는 예가 있아오니 이러한 속임

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피론 이불을 사실때에는 반드시 

이불에 부착된 보증표를 확인하고 구입하십시오.

-해피론 수요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을 발견하시면 폐사에 

직접 연락하여 줌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큰 도움이 되겠아오

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2.1.29. 고려합섬주식회사]

그러나 이 어휘들이 함께 대체되어 쓰인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

는 각각의 의미 기능이 소멸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대체어

들은 소비자의 의미 속성 중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소비

행위 중 구매행위에 집중된 단어인지 사용행위에 집중된 것인지, 그리고 

그 소비행위의 대상이 재화인지 서비스(용역)인지에 따라서도 그 사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어휘는 소비행위의 주체가 개인인가 가구인가에 

따라서도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소비자 지칭 어휘들의 

속성을 비교하여 [표2]로 정리하 다.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 10 -

[표2] 소비자 지칭 어휘의 의미 속성 비교

소비행위의 목적 소비행위의 대상 소비행위의 주체

소비자 사용 재화 개인

고객 구매 재화, 서비스 개인

수용가 사용 재화, 서비스 가구

애용자 사용 재화 개인

수요자 구매 재화, 서비스 개인

수요가 구매 재화, 서비스 개인, 가구

이용자 사용 서비스 개인

사용자 사용 재화 개인

소비자 지칭 어휘들을 이렇게 구분하 다고 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도 구매행위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용자’와 ‘사용자’도 둘 다 서비스와 재화를 행위의 대상으로 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표2]는 어휘 자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지배적

인 의미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각 어휘들의 시대별 사용 건수와 그 사용 비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소비자 지칭 어휘의 연대별 사용 건수

연대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 계
연대별

증가율

1920s9) 2 17 16 6 0 1 0 1 43 ―
1930s 3 62 39 5 2 1 0 2 114 165%

1940s 0 11 2 0 2 1 0 0 16 -86%

1950s 0 0 9 1 7 0 0 0 17 6%

1960s 8 24 60 17 15 16 0 4 144 747%

1970s 89 76 10 5 4 6 3 3 196 36%

1980s 164 178 6 1 0 4 6 17 376 92%

1990s 679 1,522 1 0 0 4 10 79 2,295 510%

계 945 1,890 143 35 30 33 19 106 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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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건수로 정리한 [표3]은 개별 어휘들의 통시적 사용 추세를 확인하

는데 용이하고, 사용 비율로 정리한 [표4]는 각 시대별 어휘들의 공시적 사

용 양상을 살피는데 용이하다.

[표4] 소비자 지칭 어휘의 연대별 사용 비율

연대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 계

1920s 4.7% 39.5% 37.2% 14% 0% 2.3% 0% 2.3% 1.3%

1930s 2.6% 54.4% 34.2% 4.4% 1.8% 0.9% 0% 1.8% 3.6%

1940s 0% 68.8% 12.5% 0% 12.5% 6.3% 0% 0% 0.5%

1950s 0% 0% 52.9% 5.9% 41.2% 0% 0% 0% 0.5%

1960s 5.6% 16.7% 41.7% 11.8% 10.4% 11.1% 0% 2.8% 4.5%

1970s 45.4% 38.9% 5.1% 2.6% 2.0% 3.1% 1.5% 1.5% 6.1%

1980s 43.6% 47.3% 1.6% 0.3% 0% 1.1% 1.6% 4.5% 11.8%

1990s 29.6% 66.3% 0% 0% 0% 0.2% 0.4% 3.4% 71.7%

계 29.5% 59.1% 4.5% 1.1% 0.9% 1.0% 0.6% 3.3% 100%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점하고 있는 어휘는 ‘고객’으로 20년대부터 60년

대까지 ‘애용자’와 함께, 70년대 이후엔 ‘소비자’와 함께 높은 빈도로 사용

되고 있다. ‘소비자’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애용자’는 60년대까지 강세를 보이다 90년대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

다. 60년대는 ‘고객’보다도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이나 70년대에 급격히 추세

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는 모두 60년

대에 사용 건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70년대 이후엔 ‘애용자’와 비슷한 추세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는 가장 낮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는 80년대 이전까지 ‘이용자’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사용자’는 ‘소비자’와 ‘고객’을 제외한 하위 빈도 어휘들 중 유일하게 

80년대 이후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지칭 어휘의 연대별 증가 추이에서 가장 큰 변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는 30년대와 90년대이며 30년대는 20년대와 비교할 때 160%, 90년대

 9) 연대를 표시할 때 표나 그림에서 숫자 뒤에 -s를 붙여 표시한다. 1920s는 1920년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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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0년대와 비교해서 510%의 폭발적인 사용 빈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890년 Underwood의 한 뎐(황호덕 외 편: 2012)에는 경제학의 기본 

용어들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자본주의 상품경제 체제로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지칭어휘가 우리말의 어휘체계에 수용되기 전인 

개화기의 생생한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다.

Client, n. 문. (45; 279)10)

Consume, v.t. 먹소, 삼키오, 업서지게오, 업서지오, 진오. (56; 

290)

Customer, n. 사이.∥놈. (67; 301)

Demand, v.t. 달나오, 구오, 쳥오.∥n. 달나것 구것, 쳥
것, 달것, 구것, 쳥것. (72; 306)

Goods, n. 물. 쳔량, 물건, 짐. (121; 355)

Produce, v.t. 내오, 오. 짓소. (204; 438)

Supply, v.t. 오, 쓸것주오, 주오. (249; 483)

20년대에 소비자 지칭 어휘가 광고와 신문기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

시의 언어생활 속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개념이 형성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자본주의 상

품경제 체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며, 개인이 소비주체로서 내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란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의 소비주체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광고들이 약품광고를 비롯한 비내구

성 소비재 상품에 집중된 사실11)은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체제에서는 자급

자족의 원칙 속에 생산되고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으로 대체되기 시작하 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상품들이 일

상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 지칭어휘의 등장과 사용 빈도의 증가는 광고 시장의 확대와 연동

10) 괄호 앞의 숫자는 1890년 간행된 Underwood의 한 뎐의 페이지고, 뒤의 숫자는 황

호덕 외 편(2012)에 수록된 페이지이다. 

11)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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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광고는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상품의 존재와 광고료를 

지불하는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식민지 조

선의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정착과 발달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품도 수입된 일본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광고 시장도 일본기업에 의존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 광고에서 국내 광고와 일본 광고의 지면 점유율

을 비교해 보면, 1923년은 국내 광고가 64%, 일본 광고가 36%, 1925년에는 

국내 광고 40%, 일본 광고 60%, 그리고 1931년에는 국내 광고 36%, 일본 

광고 64%로 갈수록 일본 광고의 비율이 증가하 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상품들이 일제 강점기 조선의 소비 시장을 독점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1: 177). 

30년대 나타나는 ‘고객’을 비롯한 소비자 지칭 어휘 사용의 증가12)는 시

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이에 따른 상인의 증가, 상품의 증가 등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상품 경제 체제의 양적 팽창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청년조선사가 펴낸 ‘신어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수요공

급의 법칙’의 기술 내용을 보면 3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외형적 확

대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당대 화자들의 시대인식을 가늠할 수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需要供給의 法則)

: 자유경쟁시대의 고전학파 경제이론.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등귀 하고 이윤이 많으므로 경쟁이 심해져서 생산이 과잉되고, 

생산이 과잉되면 물가는 저하되고 이윤이 적어져서 자유경쟁

으로 열세자본이 구축되어 본래로 환원되어 수요와 공급은 내

버려두어도 자연히 조화된다하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오늘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림과학원 편 2010: 128)

그러나 일제 강점기 하의 자본주의의 외형적인 성장은 “일본인이 유통과 

시장 상권을 지배하고 주도한 식민지 경제의 현실 속에서 그 이익이 일본

의 자본에 예속되는 왜곡된 형태”(박은숙 2008: 297)를 띠는 것이었다. 

12) <동아일보> 창간일부터 1930년대까지 총 게재 광고 건수는 1,106건이며(국사편찬위원

회 2007-1: 140), 이 광고 중 소비자 지칭 어휘를 사용한 비율은 약 7%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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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칭 어휘를 사용한 광고 중 90년대 광고가 전체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광고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 변화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이 내수 

시장의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던 90년대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락(2011: 90)에 따르면 광고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단순한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후행하는 

지표와 해외부문을 제외한 순수한 내수부문이다. 경기 변동에 후행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후행하여 실업률이 감소하면 광고시장도 회복

되어 광고비 규모가 증대된다는 의미이며, 내수부문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

은 수출이 호황을 누리더라도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않으면 광

고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

대로 “수출이 축소되고 내수의 호황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국

내 광고 시장은 호황을 누릴 수 있다”(이병락 2011: 84). 90년대 소비자 지

칭어휘 사용의 폭발적 증가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광고 시장의 급

격한 확대와 연계된 현상이다. 90년대는 “기업의 마케팅 및 소비자의 소비

수준이 크게 향상되던 시기로서 광고의 역할이 제품과 소비자 간의 관계

를 맺어 주어 차별화된 소비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박

종민 외 2007: 406)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2.2. 개별 어휘의 변화 양상

이 연구의 대상어휘인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

용자, 사용자’의 광고 사용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소비자, 고객’은 상위 빈

도수 어휘로 나타났고, ‘애용자, 수용가, 수요자, 수요가, 이용자, 사용자’는 

하위 빈도수 어휘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어휘들을 ‘상위 빈도수 어

휘’와 ‘하위 빈도수 어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대별 사용 양상 변화 그래

프로 비교해 보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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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상위 빈도수 어휘14)의 연대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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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빈도수 어휘인 ‘소비자’와 ‘고객’의 실제 빈도수는 20년대부터 60년

대까지 ‘고객’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림1]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추세

는 80년대까지 두 어휘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90년

대에 들어서 증가율에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80년대에 비해 ‘소비자’

는 4배, ‘고객’은 8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그림2]의 하위 빈도수 어휘들은 훨씬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13) 대부분의 어휘들이 40년대와 50년대에 30년대보다 사용 빈도수가 낮아 졌는데 이것

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40년 일제에 의한 <동아일보> 강제 폐간 조치와 1950년

의 한국전쟁의 발발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현상이다.

14) 동일한 어휘를 가지고 신문기사와 광고 빈도수를 비교할 때는 표식 없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어휘들끼리 신문기사 빈도수나 광고 빈도수를 비교할 

때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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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하위 빈도수 어휘의 연대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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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애용자, 수용가, 수요자’는 대체적으로 60년대에 

잠시 상승세를 나타낸 후, 70년대부터 광고어휘로서 세력을 상실해가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는 90년대에 유일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용 빈

도가 낮아서 광고어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와 더불어 사회⋅경제 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IT/과학 

면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단어이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야이

므로 ‘사용자’와 ‘이용자’의 사용 양상의 추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80년대보다 90년대에 광고어휘 사용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신

문 지면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80년 8면이 발행되었던 

<동아일보>는 81년 12면, 89년 16면으로 증가하다 1990년엔 20면, 91년 32

면, 93년 24면, 94년 32면, 95년 48면으로 지면이 늘어난다. 

광고에서 나타나는 두 어휘의 증가가 <동아일보>의 지면 증면으로 인한 

현상인지 어휘 자체의 변화 양상을 반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광

고와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수치를 지면의 증가비로 나누어 상대적인 빈도

수를 추출하 다. 신문의 발행면수가 상당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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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총 발행면수를 이용해 지면의 증가비를 계산하 다15). 

[그림3]은 전체 기사에 사용된 ‘소비자’와 ‘고객’의 빈도수를 해당 연대별 

지면 증가비로 나눈 결과이며, [그림4]는 광고에 사용된 ‘소비자’와 ‘고객’

의 빈도수를 해당 연대별 지면 증가비로 나눈 결과이다. 두 그래프 모두 

기울기가 ‘0’인 경우에는 지면 수 증가와 동일한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

고, 기울기가 ‘양’이면 지면의 증가보다 높은 사용 빈도 증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음’이면 어휘의 사용 빈도의 증가율이 지면의 증가율

보다 낮아서 절대적인 수치는 상승했더라도 실질적인 어휘의 세력은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3] <동아일보> 지면 증가비로 환산한 ‘소비자/고객’의 기사 사용 빈도 변화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20년 1930년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소비자

고객

15) 연대별 총 발행면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면의 증가비는 1920년대를 기준으로 1930

년대 1.73, 1940년대 0.29, 1950년대 0.71, 1960년대 1.31, 1970년대 1.44, 1980년대 

2.29, 1990년대 6.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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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동아일보> 지면 증가비로 환산한 ‘소비자/고객’의 광고 사용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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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을 보면 ‘고객’은 신문 기사의 상대적 빈도에서도 꾸준한 상승세

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는 70년도에 ‘고객’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증가

를 보인 이후, 높은 사용 빈도수를 점유하고는 있으나 80년대부터 ‘고객’에 

리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년대와 50년대 사이의 그래프 

기울기는 이 시기 한국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무너진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60년대와 70년대 구간 사이에 나타나는 ‘소비자’ 그래프의 가파른 경

사는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쟁점이 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소비자’가 광고어휘로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반

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4]에서 보면 광고 역에서도 지면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소비

자’와 ‘고객’의 사용 빈도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에서 보이는 그래프의 변화와 달리 ‘소비자’와 ‘고객’ 모두 50년대 이후 그

래프의 방향이 위쪽을 향해 있다. 이는 두 어휘가 광고어휘로서 지속적으

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림4]에서 30년대와 90년대 ‘고

객’ 그래프의 기울기 경사가 ‘소비자’ 보다 훨씬 가파른 것은 이 시기에 

‘고객’의 어휘 사용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

다. 

상위빈도수 어휘인 ‘소비자’와 ‘고객’의 사용빈도가 90년대에 급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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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현상은 <동아일보> 지면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휘 자체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반 하는 것임을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5]는 어휘들의 사용 순위를 시대별로 비교하여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림5] 시대별 소비자 지칭 어휘 사용 순위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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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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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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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자
90%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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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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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용가
13%

기타
22%

소비자
45%

고객
38%

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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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 20 -

 ※ 각 시대별로 상위 3개 어휘만 개별 항목으로 표기하 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해 

처리하 다. 

시대별 사용 순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년대: 고객>애용자>수용가

30년대: 고객>애용자>소비자 

40년대: 고객>애용자>수요자

50년대: 애용자>수용가

60년대: 애용자>고객>수용가 

70년대: 소비자>고객>애용자

80년대: 고객>소비자>사용자

90년대: 고객>소비자>사용자

‘고객’은 20년대, 30년대, 4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애용자’는 50년대와 60년대, ‘소비자’는 7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각 어휘가 1위를 차지한 횟수와 순위 내에 등장한 횟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 <90년대>

고객
47%소비자

44%

사용자
4%

기타
5%

고객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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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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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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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시대별 어휘사용 순위 등장 횟수

고객 애용자 소비자 수용가 사용자 수요자

1위 횟수 4 2 1 0 0 0

순위 내 등장 횟수 7 6 4 3 2 1

위의 표에서 ‘1위 횟수’와 ‘순위 내 등장 횟수’ 순위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와 ‘애용자’가 ‘고객’과 함께 20년대부터 등장해 70년대까

지 나타나고 ‘소비자’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고객’과 상위빈도

수 어휘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애용자’가 ‘소비자’보

다 광고어휘에 적합한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광고어

휘로서 ‘소비자’의 세력 확장은 [그림3]과 함께 살펴본 대로 70년대 사회변

화라는 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에 ‘소비자’, ‘고

객’, ‘애용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소비자: [경제] 물건을 사거나 쓰는 사람.

고객: (1) 상점, 식당, 은행 따위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

해 찾아오는 손님.

(2) 단골로 오는 손님.

애용자16): 좋아하여 애착을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사람.

즐겨 쓰는 사람.

고객과 애용자에는 소비자에는 없는 ‘구매행위의 반복’과 ‘사용행위의 반

복’이라는 의미가 각각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고객’과 ‘애용자’가 가지고 

있는 광고어휘로서 적합한 내적 의미 속성이며, ‘소비자’보다 먼저 광고어

휘로 선택되어진 이유라고 여겨진다. 광고의 목적은 ‘지속적인 구매행위의 

유도’이기 때문이다. 

순위 내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은 ‘소비자’, ‘고객’, ‘애용자’가 광고에서 사

16) 애용자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위어인 ‘애용’의 뜻을 원용하 다. “애용: 

좋아하여 애착을 가지고 자주 사용함. ‘즐겨 씀’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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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빈도와 신문 기사에서 사용된 빈도를 시대별로 비교하여 어휘가 실

현되는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7) 

[그림6]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18) - 20년대

20년대에는 ‘고객’과 ‘애용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고객’은 경제면과 사

회면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 444건에서 사용되었고 광고에서는 17건에서 사

용되었다. 반면 ‘애용자’는 광고에서 16건이 사용되었으나 신문기사에서는 

단지 3건만이 사용되어 ‘고객’과 달리 특화된 광고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7) 순위 내에 등장하는 횟수가 많은 세 어휘만을 비교하는 것은 상위빈도수 어휘와 하

위 빈도수 어휘사이에 존재하는 자료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18) 각 막대의 수치 표기는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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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 – 30년대

30년대에도 여전히 ‘고객’과 ‘애용자’가 상위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

며, 기사에서 1286건이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는 광고에선 3건에서만 사용

되고 있어 광고어휘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40년대와 50년대엔 신문의 비정상적인 발행 상황으로 인해 빈도 변화에 

따른 어휘 사용의 해석이 불가능하다.19) 그러나 ‘수용가’ 사용 건수의 증가

는 사회기반 시설인 전력설비의 확대라는 사회변화를 반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3], [표4] 참조)

[그림8]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 – 60년대

19) 이러한 이유 때문에 40년대와 50년대는 그래프를 통해 따로 살펴보지 않고 [표3]과 

[표4]를 참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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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엔 신문 기사 572건에서 등장한 ‘고객’이 광고에선 24건에 사용되

었지만, 신문 기사에서 9건에 등장한 ‘애용자’는 광고에서 60건에 사용되면

서 여전히 광고용어로 특화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9]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 – 70년대

70년대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한 어휘는 ‘소비자’인데, 기사에서는 

‘고객’보다 3배가 많은 3,928건에 등장했고 광고에서는 ‘고객’의 76건보다 

13건 더 많은 89건에 등장했다. 경제면과 사회면에서 ‘소비자’는 322%와 

61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시기 ‘소비자’ 어휘 사용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10]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 –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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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들어서면 광고에서 ‘고객’과 ‘소비자’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나 

신문 기사에서 ‘소비자’가 두 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고객’이 

‘소비자’ 보다 광고어휘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1] 영역별 소비자/고객/애용자 사용 빈도수 비교 – 90년대

소비자 지칭 어휘 사용 빈도 중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90년대엔 

‘고객’이 1,522건(광고어휘 중 66%), ‘소비자’가 679건(광고어휘 중 30%) 사

용되어 ‘고객’이 광고어휘로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하위 빈도수 어

휘들이 90년대에 들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또한 ‘고객’이 소비자 지칭

어휘로서 주도적 또는 독점적 지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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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이고 동질적인 행위자로 개념화시키며, ‘소비자’라는 어휘가 광고 속

에서 다양한 대체어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지위변화는 모든 ‘소비자 지칭 어휘’의 지위변화를 동시

에 내포한다.

‘소비자’가 신문에서 기사 역별로 사용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6] ‘소비자’의 영역별 사용 비율

년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과

학
연예

스포

츠
광고 계

1920s 11% 59% 28% 2% 0% 0% 0% 0% 2%

1930s 6% 64% 28% 2% 0% 0% 0% 0% 5%

1940s 10% 45% 45% 0% 0% 0% 0% 0% 2%

1950s 18% 61% 19% 2% 0% 0% 0% 0% 1%

1960s 9% 70% 18% 2% 0% 0% 0% 1% 4%

1970s 6% 59% 30% 2% 1% 0% 9% 2% 16%

1980s 5% 46% 41% 3% 1% 1% 0% 3% 22%

1990s 3% 47% 38% 3% 2% 1% 0% 6% 48%

계 5% 51% 36% 2% 1% 1% 0% 4% 100%

‘소비자’는 신문기사에서 경제면에 51%, 사회면에 36%, 정치면에 5%, 그

리고 광고에 4%가 사용되었다. ‘소비자’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

여 1980년대에 광고 용어로 자리 잡게 된다. 70년대 이전까지 광고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경제면과 사회면에서 다른 지칭 어휘들보다 압도

적으로 사용되었고 ‘고객’보다는 32% 정도 더 많이 사용되었다. 광고와 기

사를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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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소비자’의 광고/기사 사용 빈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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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20년 5월 10일 경제면 기사이다.

(3) 생산자와 소비자 間에 그 이해가 공통이 되지 못하고 서로 배

치가 되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이오……
[1920.05.10. 1면/경제] 

소비자는 생산자와 대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 대립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경제주체의 긴장감

이 ‘소비자’가 ‘고객’이나 ‘애용자’와 달리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 시기에 광

고용어로 선택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가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어휘는 광

고에 사용할 용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압흐로20) 더욱 이것을 발전케 하야 일부분일망정 우리 경제계

20) <동아일보> 자료를 인용할 때 한글의 표기는 원 자료에 있는 대로 전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한자는 주요 어휘 비교를 위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현재 한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이

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한자로 표기한다. 띄어쓰기는 가능한 한 현행 맞춤법에 맞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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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식히는 동시에 자작자급이 거룩한 성신을 일반 소비자

에게 철뎌히 알리기 위하야……
[1929.11.15. 경성방직]

‘소비자’가 사용된 20년대 광고는 당시 국산품 애용, 즉 물산장려 운동을 

기반으로 한 경성방직의 국산 면직물 광고 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라는 점에 앞서 일본상품 불매와 국산품 장려라는 전 민족

적 이해관계가 일치하 기 때문에 이성적 자각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소

비자’가 선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상품의 직접적 구매 호소가 아니라 민

족적 각성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라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고주의 ‘소비자’ 어휘 사용의 기피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

에 들어선 60년대와 70년대의 정부의 소비억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소비는 낭비이며 부패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소비자’가 광고 

용어로 사용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 다.21)

(5) 소비자는 낭비가 심하고, 관리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등 이런 모

든 문제들이 혁신적으로 시정돼야 하고 70년대 지속성장을… 
[1970.1.1. 8면/경제] 

실제로 소득 증가분보다 소비 증가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

한 금욕적인 거부의식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소비자’가 광고에 등장

하기에 힘든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 소비자 운동 단

체들의 등장 등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전 사회의 문

제로 대두되었다. (6)에서 보면 ‘생산자 보호’가 당시 사회의 저변에 깔려

21) 제1장2절에 있는 [표1]의 시대구분 중 중화학 성장기 내용 참조.

“1979년부터는 방송윤리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모든 광고는 소비자 계몽을 위한 소비

절약 캠페인 슬로건이나, 정신순화 운동 슬로건을 삽입시켜야 했음.”(박종민 외 2007: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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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보편적 관념이었음을 알 수 있고, 생산자(기업)가 국가의 행정적, 

제도적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a. 좋은 상품 선택으로 부정식품 몰아내자.

국민보건,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생활도덕에 토대를 둔 

믿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면에서도 부정식품의 축출이 시급

히 요청된다…… 소비자는 집중된 조직의 횡포에 기만당하

기 일수다…… 생산자 보호, 수출증대, 경제건설 등 일련의 

국가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백년 대계는 국민 바로 소

비자의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이다…… 현명한 소비생활은 부

정식품의 퇴치에 지름길이다. 분산된 상태의 소비자는 연

약한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나 뭉쳐진 힘은 강하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십구세기 초부터 강력한 소비자보호단체가 

결성되어 스스로의 권익옹호에 앞장서왔다.

[1971.9.13. 부정식품 추방 지상 캠페인]

b. 소비자 보호법 제정⋅업자의 경제윤리 앙양 시급. 상의 심

포지움

[1971.12.8. 3면/경제]

소비자를 기업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여기고 일단 판매만 이루어지면 그 

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수용

되었다. 광고에서도 ‘소비자’가 전체 지칭 어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

로 등장하며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은 1980년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7) 소비자주권의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

권리선언뿐-구제⋅예방기능 미흡. 소비자보호법 = 기본법 있으

나 시행령 없어……
[1981.3.6. 1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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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이란 소비자가 경제의 주체로서 상품의 생산과 가격 결정에 

관여할 권리를 말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외면은 

단순히 기업 이윤의 감소만을 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공급의 감소,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소비자 

주권이란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단계에 들어선 자

본주의 경제체제의 존립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 경제가 

소비가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요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이란 피동적 용어 대신 소

비자운동이라는 주체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운동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이어야지 소비자가 누구로부터 

보호되고 또 어느 곳으로부터 힘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

[1981.3.17. 3면/사회]

60년대 시작된 소비자 보호운동은 1970년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1980년 소비자보호법 공포로 사회

제도 속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8)에서 보여주는 능동적인 ‘소비자운동’으

로의 전환요구는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서 절대적으로 약자 던 소비자가 

이제 법에 의해 기본권익이 보장되는, 법에 의해 규정받는 존재22)로 기업

과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들어섰음을 드러낸다.

(9) 금성사서 피해보상위 처음 설치 - 소비자보호에 업계 앞장.

가전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아프터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소비

자들의 여론이 이는 가운데 국내가전업계에서 제품 보증 수리 

강화 등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금성사

는 자사 가전제품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업계 처음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위원회를 설치, 대대적인 

22) 소비자의 권익이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어겼을 때 기업이 법적인 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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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운동을 펴기로 했다.

[1984.1.7. 3면/경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광고에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 a. 소비자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
2. 이 광고 내용중 냉장실의 높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냉장고 윗부분 폭은 실제로 줄었음에도 늘어난 것처럼 사

실과 다르게 광고하 고 밑부분 폭은 실제로 늘어난 것보

다 과장되게 표시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접수했습니다.

……
4.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폐사가 광고표현기법의 미숙

으로 잠시나마 소비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지면

을 통하여 사과드리오며 앞으로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아

프터 서비스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 하여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저 하오니 더욱 뜨거운 성원과 편달로 이끌

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1981.7.7. 주식회사 금성사]

b. 창립26주년 금성사 소비자와의 대화합. 금성소비자의 해 선

언.

....... 진실로 소비자를 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기 위해 금성사는 올해부터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완

벽한 실천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와의 대화합’이라는 새로

운 장을 열어 참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1. 소비자 보상위원회 신설, 운

2. 금성가전제품의 보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

3. 당일 써어비스 체제 확립

4. 전국 100만 가구 순회 써어비스 계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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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입장에서의 품질검사 실시

6. 기술혁신에 의한 가격혁명추구

7. 올바른 제품지식, 올바른 정보제공

[1984.1.7. 금성사]

소비자의 지위변화는 결국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운동의 주체로 선

언하고 이를 마케팅의 기본 전략으로 수용하게 만들었음을 (10)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광고어휘로 확고히 자

리를 잡게 되었다. 기업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던 공급자 중심의 

경제 체제의 부당함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의 요구를 기업에서도 수용했

다는 이미지를 전달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휘 환경

이 조성되었다. ‘소비자’ 어휘의 사용이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립관

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어휘의 기능이 확장, 변화되었다.

(11) 가격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 발효와 함께 정부가 모든 물가에 대한 통제를 철폐

하고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한 것은 업자들의 자유경쟁을 

통해 물가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효과를 기대

해서이다. 정부의 행정규제가 점점 커지는 경제규모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도 큰 이유의 하나이다. 또한 질이나 서비스에 관

계없이 획일적으로 값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

를 보고 물가 안정에 역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가격표시제

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자유경쟁의 기본요건이다. 가격표시

야말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보장하고 과세의 근거가 되기 때

문이다. 특히 가격표시제는 누구나 보기 쉽고 또 여기에 추가

되는 요금이 없도록 철저해야 할 것이다. 외국 음식점의 경우 

음식 값이 문밖에까지 게시되어있음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데는 당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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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왕성한 고발정신과 합리적인 선택의식이 절대적임

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가격자유화이후 업자들이 벌이는 음성적인 가격담합행위에 대

한 철저한 규제와 왕성한 소비자의식의 발현을 바라마지 않는

다. 

[1981. 8.12. 2면/경제]

80년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 규제에 의한 물가 통제를 없애

고 자유경쟁에 의한 물가안정 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

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유경쟁은 대량생산의 전제조건이며, 소비자 보

호 정책은 대량소비의 전제조건이다. 

(12)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소비자 이익으로 돌려드립니다.

첨단설계, 안전설계, 안락설계의 월드카 ｢르망｣-

연간 33만대, 국제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춘 르망공장 증설에 따

라 대량생산을 통한 혁신적인 원가절감을 소비자이익으로 돌

려드립니다.

소비자이익1. 가격인하

: 르망공장 증설로 연간 33만대, 국제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춤

으로써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을 소비자이익으로 환원, 르

망 GLE형을 285,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펜타파이브(SE

형)를 400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소비자이익2. 성능혁신

: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상승요인을 자체흡수 함으로써 성능이 

더욱 완벽해진 새로운 88르망을 종전가격 그대로 공급합니다.

소비자이익3. 모델다양화

: 해치백스타일의 멋과 5도어의 실용성을 갖춘 신형 펜타파이 

브 탄생으로 다양한 모델의 르망을 용도와 취향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어 르망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1988.3.16.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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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광고어휘로 확장시켜 나가는 양상은 바로 우리 경제가 대량

생산⋅대량소비 시대로 진입했음을 반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가 기업

의 이윤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임을 기업이 인지하고 마케팅 전략

의 기본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비자’의 어휘 사용 양상의 변

화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2.2.2. 고객

‘고객’은 20년대부터 소비자 지칭어휘로 광고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었

다. ‘고객’ 역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사회 역에서 집중되어 사

용되고 있으나 ‘소비자’와 달리 광고 용어로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7] 고객의 영역별 사용 비율

년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

과학
연예 스포츠 광고 계

1920s 5% 43% 47% 1% 0% 0% 0% 4% 2%

1930s 5% 50% 35% 4% 0% 0% 0% 6% 5%

1940s 8% 30% 47% 1% 0% 1% 1% 12% 0%

1950s 12% 29% 48% 10% 0% 0% 1% 0% 1%

1960s 11% 33% 44% 6% 0% 1% 1% 4% 3%

1970s 6% 35% 44% 9% 1% 0% 0% 5% 7%

1980s 3% 42% 40% 6% 1% 1% 1% 6% 15%

1990s 1% 54% 26% 4% 2% 1% 1% 11% 67%

계 2% 50% 31% 4% 2% 1% 1% 9% 100%

이러한 사실은 광고어휘인 ‘고객’의 의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

제, 사회 역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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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고객의 광고/기사 사용 빈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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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13]에서 보이는 30년대와 90년대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고객의 

의미 속성에 적합한 변화가 두 시대의 어휘 사용 환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13)의 사회면 기사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정착 없이 일본 상품의 유통 

시장으로 기능하던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13) a. 상점의 고객 일본점에 조선인은 팔할, 조선점에 일본인은 오분.

이러고도 살 수가 있나. 일본상점으로 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인의 크게 생각할 일-

조선사람으로 조선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조선 사람이 살기 

위하야 가장 합당한 일이며 따라서 갓흔 외국물건을 사용

한다 할지라도 조선인 상뎜에 가서 사는 것은 가장 정당한 

일이라 하겟다. …… 그러나 요사이 우리 사람들은 외국물

건이라 하면 입을 다거물고 다토아 사쓰는 경향이 잇스며 

그와 동시에 가튼 외국 물건이라도 긔어히 본뎡23) 등디에 

가서 사오는 형편이 만타. 

[1922.11.22. 3면/사회]

23) 本町: 현재 충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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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양적 팽창을 하는 30년대의 모습을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24) 

(14) 전조선시장 매매총액 이억팔천만원 돌파.

기방경제의 호전으로 전 조선 각 시장매상은 누년 팽창경향을 

示하고 있는데 총독부 상공과 조사에 의하면 소화십년 중 전

조선 천사백구십칠(1,497) 시장의 매상 총액은 실로 이억칠천

구백사십사만팔천 원(279,448,000) 거액에 달하고 전년에 비교

하야 사천백만원(41,000,000원)의 격증을 示하고 최근 누년 매

상고를 보면 左와 如하다. …… 
[1936.5.1. 3면/경제]

‘고객’은 20년대부터 주도적인 광고어휘로 사용되었다. 특히 30년대에 경

제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70년대와 비슷한 사용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고객이 직접 상품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행위자’로

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시장(상점)이 많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경제적 상

황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점, 식당, 은행 따위에 물건을 사

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25)인 고객의 어휘사용 환경은 

‘구매를 위해 방문할 공간’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장의 경제적인 성과를 일본 자본에게 대부분 수탈당하

는 왜곡된 구조 기 때문에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가시화 될수록 조선의 

경제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광고시장에 직접 반 되어 상품광

고 대부분은 일본 상품 광고가 차지하고, 조선광고는 생산한 상품광고보다 

유통만을 하는 상인으로서의 기업가에 대한 프로필 광고가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객은 구매의 행위자이자 기업의 마케팅 대상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24) 시장은 전통적 토대 위에서 자주적으로 변모해야 했으나, 일제의 통치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편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총독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본상인을 육성했고, 조선 상인들은 유통과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식민지 경제에 예속되었다. (박은숙 2008: 295)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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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되는 것이 당연한 소비자와 기업과의 관계와 달리 고객과 기업은 손

님과 주인의 관계로 시작하 다. 즉, 서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

을 배려하여 양보와 이해를 해야 하는 표면적인 예의가 필요한 관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기업과 고객이 어떤 어휘로 관계

가 정의되든 고객은 거대한 기업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15) 오늘 고객을 위한 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성년을 내일로 앞둔 창립 열아홉돐.

“은행을 위한 고객”의 부끄러웠던 자세를 겸허한 마음으로 반

성하고, 이제 고객 편에 서서 “고객을 위한 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1982.2.4. 국민은행]

‘고객’은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규정하는 어휘이다. 기업과 

이익이 대립하는 합리적 선택의 행위자인 소비자와 달리 기업이 제공하는 

편의를 수용하는 수동적 객체인 고객은 90년대 새롭게 정의된다.

(16) a. 고객은 이제 ‘손님’이 아닙니다. 고객이 단순한 ‘손님’으로 

여겨졌던 시절. 그때 ‘손님’들은 불편해도 불평 한마디 없

었으며, 저희 또한 ‘손님’이 필요에 의해서 은행을 찾는다

는 생각으로 언제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 습니다. 그러

나 지금은 다릅니다. ‘고객’이 없는 은행.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주

인이기 때문입니다. 

[1995.7.9. 주택은행] 

b. 변화합니다. 더욱 고객 가까이.

신한은행이 고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금은 

은행의 규모보다 질이 더욱 중요한 때이기에 저희는 고객

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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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인은 고객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신한은행을 키워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제도와 서비스는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고 

정직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스런 상품개발과 

진보된 서비스, 그리고 고객중심의 개선된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만족과 이익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은행으로 앞서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한은행이 더욱 신한은행답게 변화하겠

습니다.

[1998.11.2. 신한은행]

손님이었던 ‘고객’에게 주택은행은 ‘주인’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17)에서 한 기업인은 이제 마케팅의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수립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공급자 중

심의 경제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었음을 반 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기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되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7) 삼성 이건희 회장 에세이.

상품을 써서 없앤다는 뜻을 지닌 소비자(consumer)라는 표현이 

점차 사라지고 고객(customer)이란 용어가 일반화되는 것도 이

제는 기업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식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97.8.22. 8면/경제]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고객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다. 그러나 고객은 더 이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

는 혜택을 받는 존재도 아니고 일회적인 구매행위자도 아니다. 고객 1인의 

경험은 이제 한 기업이나 한 상품의 잠재적 고객들과 공유되고, 고객 1인

의 의사는 집단적인 고객의 의사를 형성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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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했음을 (16)과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소비행위 중 구매에 집중된 단어이며, 소비행위의 대상으로 재

화와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며 소비행위의 주체로 개인을 지칭하는 어휘이

다.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소비의 반복을 내포하지 않

으나 ‘고객’의 구매행위는 반복과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두 어휘

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고객’이 기업의 마케팅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이다. 구매행위의 반복과 지속성은 관계의 형성을 수반하며, 이는 마

케팅의 목적인 고객의 충성도(loyalty)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90년대 ‘고객’의 사용 빈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 속에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지속

적인 소비 창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광고에 사용

되는 지칭어는 일상적인 언어사용 양상을 반 할 뿐만 아니라 의도된 기

능을 수행하도록 광고주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규정되고 선택되는 어휘임

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2.3. 애용자 

‘애용자’는 30년대와 60년대에 높은 사용빈도를 보 던 지칭어이며 소비

행위 중 사용행위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행위의 대상이 재화이며 소비행위

의 주체로 개인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애용자’는 본 논문의 대상어휘들 중 

유일하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이다. 이는 ‘애용자’가 광고

어휘로 주로 기능하고 일상어로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애용자’는 전체 사용량과 광고에서 사용된 수치의 격차가 크지 않는 것

으로 보아 광고어휘로 특화된 어휘라고 볼 수 있다. 60년대까지 ‘고객’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로 ‘소비자 지칭 어휘’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70년대

부터 ‘소비자’와 ‘고객’에 려 광고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초반의 강세는 ‘애용자’가 ‘고객’과 같이 마케팅에 적합한 의미 속성을 

지닌 어휘이기 때문이다. ‘즐겨 사용하는 것’은 친 감을 전제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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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애용은 ‘사용’의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행위의 반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4] 애용자의 광고/기사 사용 빈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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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자’는 광고를 제외한 신문의 다른 분야에서 광고보다 적은 건수가 

사용되었다. 광고에서는 143건이 사용되었으나, 기사에서는 68건이 사용되

었다. ‘애용자’가 광고에서 특화되어 쓰이는 어휘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15]에서 광고에서만 사용된 수치와 신문기사 사용 건수와 광고 사용 건수

를 합산한 수치를 비교하 다. 

[그림15] 광고 사용 건수와 신문 전체(광고 건수 합산) 사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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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래프가 거의 겹치는 것은 ‘애용자’가 광고어휘로 특화되어 기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애용자’는 비내구성 소비재(생필품류 또는 경공업 제품)의 광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용자’의 빈도수가 증가했던 시기는 30년대

와 60년대로 한국경제사에서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

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보면 ‘애용자’의 ‘애용’의 대상을 비내구

성 소비재로 한정할 수 있다. 특히 청년조선사의 ‘신어사전’(1934)26)에 ‘경

공업’이 당대의 신어로 등재된 것도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의 뒷받침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경공업: 주로 섬유공업, 식료품공업 같은 것 또는 상식적 의미로 

적은 동력을 가지고 하는 공업 (한림과학원 편 2010: 90)

(18)을 통해 ‘애용자’의 소비행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8) a. 품질우량 국산품 장려 애용자 御우대

[1927.8.13. 양석감대현상모집]

b. 애용자 여러분에게 급보! 럭키치약

[1969.9.24. 락희화학공업사] 

c. 애용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매월 2만원 현금 뽑기 

[1962.8.23. 우일화학공업사]

d. 샘표 애용자 여러분에게!

[1985. 9.4.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

e. 쥬단학화장품 애용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90.1.6. 한국화장품]

‘애용자’는 90년대 광고에선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상위어인 ‘애용’

은 광고와 기사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26) 이 책에는 ‘서비스’도 신어로 등재되어 있다.

서비스; 써비스(service): 봉사, 접대 (한림과학원 편 201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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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애용자와 애용의 사용 빈도 비교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애용자
광고 16 39 2 9 60 10 6 1 143

기사 3 13 3 5 9 14 7 14 68

애용
광고 42 52 10 108 75 21 62 21 391

기사 137 335 57 224 288 460 415 901 2,817

‘애용’이 광고에서 사용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19) a.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아

모조록 만니 씁시다.

[1923.5.6. 박가분]

b. 신시대의 여성 애용 가루분

[1937.10.25. 삼호화장품주식회사]

c. 왜! 한솔은 항상 1위일까? 대한민국 네티즌이 가장 많이 애

용하는 1위 인터넷 쇼핑몰. 

[1999.8.25. 한솔CNS]

다음은 기사에서 사용된 예들이다.

(20) a. 부패일로의 상업도덕을 앙양하여 국가 경제의 기초를 튼튼

히 하는 동시에 수출의 방지와 국산품의 애용 등을 목표

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는 …
[1949.10.16. 2면/사회]

b. 국산 가전제품 애용을. 외제는 전력 소비 많아.

[1997.4.13. 24면/사회]

c. 헤어드라이어 식힌 뒤 전원 꺼야. 주부들은 헤어드라이어

를 거의 매일 쓸 정도로 애용하지만 정작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1999.12.2. 28면/사회]

‘애용’ 역시 광고에서는 추세가 약화된 상태이고 기사 사용 건수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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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들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꾸준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 ‘애용’의 사용 

빈도와 ‘애용자’의 사용 빈도에 대한 이후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 또

한 ‘애용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후속 작업에 될 

것이다. 

‘애용자’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소비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지칭 

어휘이며, 마케팅에 적합한 어휘의 의미 속성을 지닌 광고어휘이다. ‘즐겨 

사용하는 것’은 친 감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사용’의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마케팅의 목적인 구매행위의 반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애용자’의 정서적 친 감을 전제로 하는 의미 속성은 ‘애용

자’의 행위 대상을 한정시켜 버린다. 친 감은 거리감과 반비례한다. 일상

의 자잘한 소품들이 주는 친 감과 자동차, 냉장고 등의 대형 내구성 소비

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서는 일치하기 어렵다. 가전제품을 중심으

로 한 비내구성 소비재 상품 광고가 부상하는 70년대에 들어서서 ‘애용자’

는 어휘 사용의 지지기반을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 ‘애용자’의 사용 양상의 

변화는 비내구성 소비재의 시장추이와 연동되며, 내수시장의 구조변화라는 

소비환경의 변화를 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2.4. 수용가

‘수용가’는 소비행위 중 사용행위에 집중된 단어이며, 소비행위의 대상으

로 재화와 사회기반시설 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소비주체가 ‘가구’임을 

나타내는 ‘소비자’ 대체어이다. 

상위어휘인 ‘수용(需用)’의 국어사전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需用): 꼭 써야하는 것(문세  1954: 871)

수용(需用): 사물을 꼭 써야 할 곳에 씀. 또는 그 일이나 물건.27)

‘수용가’는 ‘需用(명사) + 家(접미사)’로 이루어진 접미파생명사28)로 ‘반

2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 44 -

드시 (어떤 상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하는 가구’, 또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가구’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수요’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수용가’는 소비자 지

칭어휘 중 가장 적극적인 소비 행위자이다. 바로 이것이 ‘수용가’가 소비자 

지칭어휘로서 갖는 가치이며, 광고어휘로서 선택된 이유일 것이다.

수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29)

수용: 어떤 재화나 용역을 반드시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

수용가: 재화나 서비스(용역)을 반드시 사용하려고 하는 가구(사람).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30),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

는 가구, 전화가 가설되어 있는 가구, 주류 수요가 있는 가구 등 소비 행위

의 단위가 가구로 인식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20년대부

터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a. 전기와 오인의 관계.

전기가 업슬적에도 우리는 사라왓다. 전신전화가 업서도 

우리는 통신하엿고 전등이 업서도 우리는 밤에 불을 켯섯

고 전차가 업서도 우리는 원근거리를 통행하엿다. 그러나 

이와 가튼 때에 그 불편과 그 곤란이 엇더하엿슬가. …… 
전기 수용가의 전력에 의하야 오십뽈트 혹은 백뽈트로 변

압하는 것이니 그 구역 안에서 전기 도용 혹은 사고, 기타 

누전으로 인하야 전기를 만이 쓰게 되면 결국 이곳에 고장

이 생기며 그 부근 일대가 정전되는 사가 유하다. 

[1923.11.11. 5면/사회]

b. 통 에 水 기근

28) 이러한 분류는 권재일(2012: 64)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30) ‘수용가’는 사전에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최후로 사용하는 곳. 가정, 산업

체나 그 밖의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

korean.go.kr))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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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에 수도가 생긴 후로는 물론이지마는 작년 한발은 20

년래 초유의 事이라. 오늘에나 비가 올가 내일이나 비가 

올가 하고 고대하얏으나 가망이 업시, 점점 더 가믈어 간

다. …… 일반 수용가들은 가급적 절약하지 아니하야서는 아

니될 것이다.

c. 주조업자의 곤경.

주류 소매이익까지도 조주업자가 탈취할 계획으로 조주업

자가 직접 수용가에 소매하는 일이 잇슴으로 음식점 업

자의 불평이 비등하다는 데 이에 대하야 군재무 주임 중촌

독미씨는 말하되 …… 
[1926.10.25. 4면/사회]

d.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 금리 6%선 인하 방침.

정부는 농어촌 전화 촉진과 농어촌 수용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 금리를 …… 
[1971.3.4. 6면/사회]

광고에서 ‘수용가’는 20년대에 인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

로만 사용되었고 30년대에 들어서 일반 소비재 상품 수요 가구로 사용이 

확장된다. 

(22) a. 인삼수용가의 복음. 인삼 일만근 특가 제공

[1921.10.15. 임가삼업부]

b. 근실한 실업가 운흥양조장주 하재홍씨. 氏는 ...주미향상과 

신용본위를 견지하야 수용가에 정평이 잇슬뿐아니라 성품

이 온후하고 행동이 신중하야 얻더한 사업에도 실패를 모

르는 근실한 실업가로 사회사업에도 공헌이 크다. 

[1937.12.8. 운흥양조장 하재홍]

c. 견실과 신용본위 안산상점 안병연씨. 氏는 이십구세의 청

년실업가로 출생지인 안악에서 사년전에 래겸 명치중부요

지에 화양백화를 주로 안산상점을 개업하고 박리다매를 위

주하면서도 신용을 확고하게 준수하므로 각 수용가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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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하고 잇다. 견실을 신조로 하는 만큼 불원에 상계

거인이 되리라고 믿는다. 

[1938.10.2. 안산상점 안병연]

‘수용가’의 사전적 의미는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최후로 사용

하는 곳. 가정, 산업체나 그 밖의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31)이지만 신문

기사와 광고에서는 사전에 기술된 것과 다르게 본고에서 정의내린 어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광고에서는 1957년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절전을 당부하는 공고문에 

‘수용가’가 등장한 이후, 이전과 다르게 불안정한 전기 공급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 위한 공고문이라는 매우 특수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60년

대 전반기까지 ‘수용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광고가 여전히 전기의 공급

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공고문이다. 

(23) a. 공고: 전력수용가 여러분께

[1957.5.28. 남선전기주식회사]

b. 수용가 제위에게.

폐사에서는 수용가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부분적 지

역에서의 전압상태가 고루지 못하여 ‘형광등이’ 껌벅껌벅하

고 들어오지 않거나 ‘텔레비죤을’ 시청하실 수 없는 정도의 

수용가는 다음과 같이 폐사 업소나 출장소에 관제엽서로

서 통고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

습니다. 

[1962.12.29. 한국전력주식회사]

그러나 이러한 사용 양상을 ‘수용가’가 광고에서는 신문기사와 달리 사

전에 기술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대의 화자들

이 사용에 대한 욕구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일반 소비재 상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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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보다 사회기반 시설이었던 것 같다. 사회기반 시설은 생활양식 자체를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중 일상생활의 에너

지원이었던 전기는 다른 시설의 문제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졌기 때문에, 공고문이라는 형태로 광고에 등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용가’의 광고 사용 양상의 변화는 실제로 

한국 사회의 전력수급 상황과 상당히 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수용가’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

기고 있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더 이상 문제로 거론될 여지가 없어졌

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6] 수용가의 시대별 광고 사용 건수와 전력관련 광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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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16]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사용 빈도수가 너

무 낮기 때문에, 전력수급 상황 자체가 어휘사용 양상에 어느 정도 향을 

주었지만 ‘수용가’가 세력을 상실한 것을 전적으로 전력 수급 상황의 안정

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용가’가 다른 어휘들과 경쟁에

서 졌기 때문에 소비자 지칭어휘로서 세력이 약화되어 광고에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0년대부터 ‘수용가’는 다양한 상품 광고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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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위조품근절을 위하여 수용가 제위에게 드리는 말씀

[1961.9.6. 3면/광고.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b. 판유리 수용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1965.10.20. 3면/광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c. 소형전기냉방기(에어⋅콘)를 쓰시는 수용가에 알려드립니다

[1969.4.29. 한국전력주식회사] 

b. 실수용가의 인기품 / 새 시대의 새 난방! 전기온수난방!

[74. 9.14. 한진전기공업주식회사] 

판유리, 시멘트,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상품 광고에 주로 등장하

던 ‘수용가’는 광고어휘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다른 저빈도 어휘들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수용가’가 광고용어로 세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

지 알아보기 위해 ‘수용가’가 광고에서 사라진 이후 신문기사에서 실현되

는 양상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7] 수용가의 광고 사용 건수와 신문 전체 사용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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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에서 보면 1990년대에 ‘수용가’는 광고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신문 기사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수용가’는 다

음과 같이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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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케이블 TV 수용가가 관내 13만4천여 가구의 30% 가량(4만

여 가구)된다는 사실에 착안 ……
[1998.10.26. 19면/사회]

b. 어쨌든 전화가입비는 예치금 형식이라 수용가에게 돌려주게 

되는 돈이지만……
[1997.5.20. 39면/사회]

c. 가정용 수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수도사업소의 요

금조정위원회가 수용가의 사용량 및 요금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1997.1.25. 31면/사회]

d. 또 가스공급자와 수용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배관…… 
[1995.7.9. 4면/정치]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회의 기반 시설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70년대 까

지만 해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유선전화, 전기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을 의

미했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케이블 TV, 인터넷 연결망 등을 포괄하고 있

다. 신문기사에서 ‘수용가’는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가구로 여

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의 어휘 사용 양상은 (21)에서 나타난 양

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어휘 사용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21)의 기사

들이 작성되었던 시대와 달리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90년대에서

는 이러한 사회기반 시설들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편의시설일 뿐 소비자의 

사용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이전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

문이다.32) 이에 따라 소비자 지칭어휘 중 가장 적극적인 소비 행위자 던 

‘수용가’는 ‘일반적인 사회기반 시설 사용가구’로 의미가 축소되어 소비자 

32) ‘수용가’와 같은 한자 어휘들은 한글전용이 실시된 이후 한국어 화자들의 어휘에 대

한 직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용가’의 세력약

화도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료의 타

당성을 근거로 진행하는 본 연구가 자료의 정합성을 근거로 진행해야 하는 연구를 

함께 다루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의 연구에

서 다룰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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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어휘로서 세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판

단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해 후속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2.2.5. 수요자, 수요가 

‘수요자’와 ‘수요가’는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33)을 가리키

는 사전상의 동의어이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두 어휘 모

두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비행위의 주체로 수요

자는 개인을, 수요가는 개인과 가구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26) a. 수요자가 품질을 보증하 습니다. 

[1969.7.10. 금성판매주식회사]

b. 맵시-나 하이디럭스의 안전과 품위에 신뢰와 호평을 보내

주신 수요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5.6.19. 대우자동차]

c. 만주粟(속)수입개선에 취하야 / 조선 일반 수요자는…고가로 

써야하며… 
[1929.1.31. 경성 이장노]

d. 자동차 수요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966.11.3. 선진자동차] 

e. 공공요금의 실질적 인상.

누가 뭐라 해도 수요자의 부담은 무거워지거나……
[1969.2.11. 2면/경제]

f. 아파트 튀어야 팔린다.

실수요자보다는 주택임대사업을 계획중인 투자자들이……
[1999.12.28. 34면/경제]

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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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상품의 공급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다. 

1914년 9월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시장규칙’1조를 보면 시장을 “장옥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

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내집해 화물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

로 규정하고 있다(박은숙 2008: 293).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소비자

와 달리 수요자는 법적⋅제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광고용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세력을 상실한 

것 같다. 광고에서는 ‘소비자’와 사용 범위가 가장 일치하는 대체어로 기능

하고 있다. 

다음은 ‘수요가’가 사용된 광고들이다.

(27) a. 금강전구는 좌기지점 판매점에서 폐구교환으로 소매하고 

있사오니 서울시내 수요가 제위는 만히 이용하시옵. 

[1947.2.18. 금강전구주식회사]

b. 삭까링 수요가 제위에 알리는 말씀

[1956.10.31.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

c. 목재 수요가에 희소식 

[1955.10.31. 동화기업주식회사] 

사전에서는 ‘수요가’와 ‘수요자’가 동의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광고어휘로

서 ‘수요가’는 ‘수용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의 행위자가 가구일 경우 사용되

는 지칭어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수요자’와 ‘수요가’가 광고에서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묶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어휘가 광고에서 사용된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기

도 하고 ‘수요’라는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상위어로 공유하고 있는 어휘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후 ‘수요가’는 ‘수용가’와 어휘비교를 통해 좀 더 살

펴보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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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수요자, 수요가 광고 사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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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을 보면 ‘수요자’와 ‘수요가’ 두 어휘 모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세력이 소멸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는 [그림19]

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의 기본개념인 수요를 상위어로 갖는 어휘이기 

때문에 광고에서와는 달리 위축되지 않고 경제학 용어로 사회 여러 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9] 수요자의 광고 사용 건수와 신문 전체 사용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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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와 ‘수요자’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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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경성피혁계근황. 

수요자가 장래안가를 선견하야 수요가 감퇴함이라…… 
[1920.5.4. 2면/경제]

b. 생사폭락으로 견사업자대타격.

생사의 수요가는 현품만 사고 다시 투기하지 안는 고로……
[1926.10.14. 6면/경제] 

아래의 사회면 기사에는 ‘수요가’가 수요자의 동의어로 쓰이는 기능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29) a. 전기회사 요금개정.

수요가 사이에 합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잇는데까지 갑이 싸

게 할 생각이외다.

[1924.9.17. 3면/사회] 

b. 전력부족과 그 책임문제.

국민과 수요가에게 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고도 개선책은 

고사하고 반성조차 없다면 누가 이해하고 협조할 것인가? 

[1977.3.29. 2면/사회]

20년대부터 전기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사용 가구로서, 내구성 소비

재의 소비행위자로서 ‘수요가’는 ‘수용가’와 경쟁한다. 두 어휘 모두 소비

자 지칭어휘로서 광고에서는 세력을 상실하게 되나 일상언어에서는 ‘수요

가’가 ‘수용가’와의 경쟁에서 려 세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두 

어휘의 경쟁 양상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비교해보도록 한다.

2.2.6. 사용자, 이용자 

소비자는 재화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사용자’는 소비행위 중 사용행위에 집중된 어휘이며 소비행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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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재화인, 소비행위의 주체로 개인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이용자’는 ‘사

용자’와 소비행위의 대상이 서비스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지칭어휘이

다.

문세 의 표준국어사전에는 사용과 이용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용: 물건을 쓰는 것. (문세  1954: 747)

이용:이롭게 쓰는 것.

써서 편리하게 하는 것. 

마땅하게 쓰는 것. (문세  1954: 1113)

‘이용자’는 (30)에서처럼 유선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 ‘사용자’는 복사기를 사용하거나 PC를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기나 도구를 사용해야 하

는 환경에서는 ‘이용자’와 ‘사용자’는 구별되어 사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30) a.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용자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신규전화를 즉시 가설해 드립니다.

[1983.12.13. 한국전기통신공사]

b. 이동전화의 수요적체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

기 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1992.8.7. 대한텔레콤] 

c. 마침내 사용자 여러분이 원하던 복사기가 나왔습니다.

[1987.11.30.신도리코]

d. 486 PC 사용자를 초대합니다.

이 마크가 부착된 ｢인텔 오버드라이브 테스트 센터｣에서 

486 PC의 놀라운 성능 향상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993.11.18.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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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처럼 서비스의 이용이 개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이용을 위해 장비의 사용이 매개가 되어야 할 

때, 소비자는 ‘이용자’인 동시에 ‘사용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용자와 사용자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 다.

‘이용자’와 ‘사용자’의 역별 사용 건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9] 사용자의 영역별 사용 건수

년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

과학
연예

스포

츠
광고 계

1920s 28 24 130 1 0 0 0 1 184

1930s 24 33 189 8 3 0 2 2 261

1940s 5 10 22 0 0 0 0 0 37

1950s 27 8 77 3 0 0 0 0 115

1960s 16 16 130 5 3 0 0 4 174

1970s 31 183 235 14 13 0 0 3 479

1980s 83 229 521 31 59 4 7 17 951

1990s 226 773 1,162 87 622 15 12 79 2.976

계 440 1,276 2,466 149 700 19 21 106 5,177

[표10] 이용자의 영역별 사용 건수

년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

과학
연예

스포

츠
광고 계

1920s 6 27 23 0 0 0 0 0 56

1930s 12 72 104 8 0 0 3 0 199

1940s 1 16 30 0 0 0 0 0 47

1950s 1 5 27 3 0 0 0 0 36

1960s 7 18 68 17 1 0 0 0 111

1970s 12 55 199 29 12 1 0 3 311

1980s 12 119 414 40 42 5 9 6 647

1990s 62 523 1,121 86 449 15 31 10 2,297

계 113 835 1,986 183 504 21 43 19 3,704

[표9]와 [표10]에서 두 어휘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두 어휘의 추세상의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는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해보

면,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총 사용량에서는 90년대에 80년대 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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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고 역에서는 ‘사용자’

가 80년대 17건에서 90년대 79건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는 이것보다 낮은 

80년대 6건에서 90년대 10건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이러한 양상은 다른 하위 빈도수 지칭 어휘들과 확연히 다른 

현상이다. 다른 하위 빈도수 지칭 어휘들은 80년보다 90년대에 들어서며 

추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보 으나 ‘사용자’만이 6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4) 

광고에서 ‘사용자’의 독특한 추세는 ‘이용자’와 비교해 봐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그림20] 사용자/이용자 광고 사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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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용자

이러한 광고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90년대 IT/과학 분야

의 ‘사용자’와 ‘이용자’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용자’와 

‘이용자’의 IT/과학 분야의 사용 빈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34)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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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사용자/이용자 IT/과학 분야 사용 건수 비교35)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90년대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

가 이용자보다 38% 정도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양상의 

변화는 단순한 추세상의 유사함이 아니라 어휘 사용 환경이 동일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사용자’와 ‘이용

자’는 완전한 경쟁에 들어간다.

(31) a. 광속 돈거래 ‘전자화폐’시대 눈앞에.

인터넷 이용자는 매달 10%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2년 뒤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드나드는 사람 수가 지구상 어느 나

라의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5.8.21. 11면/경제]

b.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이

를 이용하는 계층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20~40대 전문

직 종사자가 많다. 

[1996.8.7. 13면/경제 ]

35) ‘사용자’는 고용주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9]에서 나타난 사용 건수

는 ‘소비자 지칭 어휘’로서의 ‘사용자’의 추세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럴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해 ‘IT/과학’ 분야의 비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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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어휘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32)에서 나타나는 ‘유저’라는 단어 때문

이다. 

(32) “인터넷 학업-연구활동에 중요”

데이콤이 운 하는 PC통신 천리안의 인터넷 관련 동호회인 네

트워크 유저 동호회가 네티즌 3백 84명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1998.1.20.]

“유저”는 IT시대의 컴퓨터 사용자를 지칭하는 어 어휘이다. 90년대 ‘사

용자’와 ‘이용자’의 사용 빈도수 증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유저’의 세력 확장 때문이다. (31)에는 ‘user’의 대한 번역어

로 두 어휘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IT/과학 분야에서 ‘사용자’의 

38% 우세, 그리고 광고 분야에서 69건의 우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2015년 현재 국어사전에 기술된 이용

자와 사용자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입증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검색결과이다.

이용자: 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사람.

사용자: 사용인.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90년대 ‘use’의 번역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벌인 경쟁에서 결국 ‘사용

자’가 ‘이용자’를 누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차지하게 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user의 번역어로 ‘사용자’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이용자’와 어휘의 의미가 구별되게 된 것이다. 컴퓨터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사용자’의 세력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는 어휘경쟁에서 세력을 상실한 어휘들과 다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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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user’의 의미 역 중 ‘컴퓨터 user’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는 여전히 ‘사용자’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

(33)의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기사는 매우 

흥미롭다. 동일한 내용의 보도임에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용자’를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다.

(33) a.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안낸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분기별로 3000원씩 내오던 전파 사용

료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내지 않게 된다. 

[1999.9.7. 2면/경제 동아일보]

b.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없앤다.

…… 이동전화36) 사용자들이 그 동안 부담했던 분기당 3000

원인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999.9.7. 1면/경제 매일경제]

컴퓨터의 ‘유저’는 사용자가 되었지만, 휴대전화의 ‘유저’는 아직 두 어

휘가 경쟁중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기의 사용에서 보편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 관련 도구와 서비스가 우리의 일

상에서 점유하는 비율과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이 ‘이용자’가 세

력을 잃지 않고 ‘사용자’와 끊임없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

다고 여겨진다.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얻은 세력을 기반으로 모든 ‘유저’의 

번역어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두 어휘 사용 환경의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

문에 두 어휘가 계속 각축을 벌이며 함께 사용될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6) 두 어휘 ‘휴대전화’와 ‘이동전화’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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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비교

3.1. 개관

제3장에서는 앞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 어휘들 중 상위 빈도수 어휘인 

‘소비자, 고객’, 하위 빈도수 어휘 중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를 서로 묶어 

비교해 보려한다. 이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하나

는 ‘소비자’와 ‘고객’의 사용상의 경계를 포착하여 ‘고객’이 소비자 지칭 어

휘 가운데 주도적 지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의 사용 양상의 비교를 통해 경쟁관

계에 있는 어휘들의 일반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비자’와 ‘고객’은 소비자 지칭 어휘들 중 총 사용 건수의 30%와 60%

라는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어휘의 비교를 통해 소

비자 지칭 어휘들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두 어휘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어휘 내적인 의미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 지칭 어휘의 지위 또한 명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제2절에서는 두 어휘와 가장 많이 공기한 어휘들을 10개씩 추출하여 ‘소

비자’와 ‘고객’이 실현되는 사용 환경의 차이를 비교해 본 후, 공기어 중 

‘소비자’와 ‘고객’의 어휘 속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6개 어휘들의 상대적 

사용 점유율을 측정하여 두 어휘의 의미적 속성을 비교한다. 이러한 작업

의 목적은 소비자와 고객의 광고어휘의 쓰임이 달라지는 경계가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다. 

제3절에서는 하위 빈도 지칭 어휘인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가 광고와 

기사에서 사용된 예들을 통해 어휘들의 사용 맥락을 비교한다. 유사한 의

미장을 지닌 세 어휘들이 어떻게 경쟁하며 변화하는지, 어떻게 세력을 얻

고 잃으며 보편적인 어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제3장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비교

- 61 -

3.2. 소비자와 고객의 변화 양상 비교 

‘소비자’와 ‘고객’은 다른 소비자 지칭 어휘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광고에선 두 어휘가 80년도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90년대에선 ‘고객’의 빈도수가 급증하며 상이한 흐

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22] 소비자/고객 광고 사용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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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어휘의 상대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연대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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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대별 소비자/고객 광고 사용 비율

연대 소비자 고객
1920s 11% 89%

1930s 5% 95%

1940s 0% 100%

1950s 0% 0%

1960s 25% 75%

1970s 54% 46%

1980s 48% 52%

1990s 31% 69%

계 33% 67%

전체적인 사용 비율은 소비자 33%, 고객 67%로 90년대의 사용 비율인 

31%, 69%와 거의 비슷하다. 90년대 두 어휘의 사용이 그 이전에 비해 압

도적인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23] 소비자/고객 신문 기사 사용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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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고객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각각의 공기어들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 다.37)

공기어들을 분류한 결과 상위 10개의 어휘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7) 공기어 추출에 있어서 부사와 소비자나 고객의 속성과 행위와 관련이 없는 어휘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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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소비자/고객 공기어 순위

순위 소비자 공기어 고객 공기어
1 가격 감사
2 선택 만족
3 보호 사은
4 만족 성원
5 감사 서비스
6 성원 사랑
7 이용 구매
8 보답 이용
9 일반 선택
10 현명 보답

[표12]에서 ‘소비자’와 ‘고객’의 공기어 중 선택, 만족, 감사, 성원, 이용, 

보답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소비자’에서 ‘고객’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공기어라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와 더 많이 쓰 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

하다. 실제로 ‘고객’의 사용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객’에서 순

위가 더 낮더라도 ‘소비자’ 보다 더 많은 공기 회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

문이다. 상위 순위의 공기어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 빈도가 90년대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을 [표1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3] 소비자 상위 순위 공기어를 중심으로 한 시대별 비교(1위~5위)

1.가격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소비자 0 0 0 0 0 2 42 221 265

고객 3 0 0 0 0 0 11 32 46

2.선택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소비자 0 0 0 0 0 12 4 50 66

고객 0 0 0 0 0 0 3 31 34

3.보호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소비자 0 0 0 0 1 13 13 7 46

고객 0 0 0 0 0 0 0 1 1

4.만족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소비자 0 0 0 0 0 1 7 36 44

고객 0 3 0 0 0 0 12 186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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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사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계

소비자 0 0 0 0 0 1 5 15 21

고객 0 0 0 0 1 26 24 201 252

‘소비자’ 공기어 중 가격과 선택, 보호는 ‘소비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

이라고 할 수 있으나 4위와 5위를 기록한 만족과 감사는 오히려 ‘고객’과 

훨씬 더 많이 결합해 사용되므로 ‘고객’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할 

수 있다.

‘소비자’와 ‘고객’이 [그림24]에서 보이는 90년대의 상이한 양상의 변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어들을 각각 3개씩 선택해 90년대의 상대적 결

합 빈도를 비교해보았다. ‘소비자’ 공기어 중에서는 가격, 선택, 만족을, ‘고

객’의 공기어 중에서는 앞의 세 어휘와 중복되지 않는 감사, 사은, 성원을 

뽑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24] 90년대 <동아일보> 광고에 나타난 고빈도 공기어

<가격-253건> <선택-81건> <만족-222건>

<감사-216건> <사은-135건> <성원-83건>

  ※ 빈도순위: 가격 > 만족 > 감사 > 사은 > 성원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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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가격 표시에 관련된 모든 곳

에 ‘소비자’와 함께 공기되었으며 ‘고객’은 이러한 제도적인 역의 표현을 

위해서는 함께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앞(본고 2.2.1)에서 살펴본 대로 ‘소

비자’가 경제적⋅제도적인 역에서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는 어휘임을 의

미하고 있으며 ‘고객’과 달리 ‘추상적인 층위의 규범적이고 개념적인 행위

자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에서 ‘소비자’가 보이는 우위는 

소비자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행위자로 존재

함을 의미하는데 이 능동성은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소비자’라는 

개념적 대립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어들의 양상은 광고어휘로서 ‘소비자’와 ‘고객’의 속성을 나

타내주기도 하지만 이 공기어들 자체가 ‘소비자’와 ‘고객’과 독립적으로 기

업의 마케팅 전략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켜 고객의 성원을 끌어내고, 

고객에게 감사와 사은으로 보답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동아일보>라는 매체의 성향에 광고가 향을 받

은 결과는 아닌지, 그 객관성을 검증하고자 일반적으로 <동아일보>와 반대

성향의 언론으로 인식되는 <한겨레>의 90년대 광고를 검색하여 ‘소비자’와 

‘고객’의 공기어휘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그림25]와 같이 나타났

다. 

[그림25] 90년대 <한겨레> 광고에 나타난 고빈도 공기어

38) ‘소비자 가격’을 ‘소비자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광고에 많이 나타나 이를 가격 사

용 건수에 포함시켰다. ‘소비자 값’으로 사용된 경우는 39건 중 20건이었는데 모두 

기사형식의 광고들이다. 이는 <한겨레>의 한글 전용 정책의 향으로 여겨진다.

<가격38)-39건> <선택-104건> <만족-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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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도순위: 선택 > 만족 > 감사 > 가격 > 성원 > 사은 

[그림24]와 [그림2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빈도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으

나 어휘 목록과 전반적인 사용비율의 추세는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소비자와 고객이 <동아일보>와 <한겨레>에서 신문기사와 광고에 사용된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90년대 <동아일보>-<한겨레> 신문기사/광고 사용 빈도 비교 

소비자 고객

<동아일보>
기사 12,132 13,639

광고 679 1,522

<한겨레>
기사 10,107 7,414

광고 285 501

  ※ 90년대 <한겨레>의 평균 지면수는 약 24면, <동아일보>는 약 40면 정도로 추정된다.

[표15] 90년대 ‘소비자/고객’ 광고 사용 비율

소비자 고객
<동아일보> 31% 69%

<한겨레> 36% 64%

‘소비자’가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

는 것은 두 매체의 성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나, 광고에서 보이는 

‘소비자’, ‘고객’의 사용 비율은 <동아일보>와 <한겨레> 모두 비슷한 수치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매일경제> 모두 기사에서 ‘소비자 값’을 ‘소비자 가격’과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광고에서 사용된 경우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다.

<감사-48건> <사은-11건> <성원-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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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어서 [그림24]의 공기어 분석 결과의 객관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공기어 분석을 통해본 ‘소비자’와 ‘고객’의 광고어휘 사용상의 경계는 

‘소비자’는 소비활동에 있어서 기업과 대립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 ‘고객’은 기업이 소비활동의 동반자로서 인식되고 싶어 하는 광고주

의 마케팅 전략이 개입한 어휘라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90년대는 새로운 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대 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전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기업의 광고는 상품에 대

한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구매행위에 이르게 하는 목적 하에 이루

어졌다.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마케팅의 과정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90년

대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고객의 만족이다.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도 

마케팅의 과정은 계속되며, 구매 후 제품의 사용과정과 사용 후 경험 공유

의 과정까지 기업이 책임지는 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구매활동의 지속성과 반복을 

내포하고 있는 ‘고객’의 의미 속성은 정확히 일치한다. 광고어휘로서 ‘고

객’과 ‘소비자’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의미 속성 때문이며, 두 어휘의 사용 양상의 변화 과정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 과정과 일치하는 궤적을 보이고 있다. 

3.3.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소비자 지칭 어휘 가운데 하위 빈도수 어휘 중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는 매우 유사한 사용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세 

어휘가 서로 수평적인 경쟁관계에 놓여있었던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세 어휘들의 광고 사용 건수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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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광고 사용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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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비슷한 광고 사용 건수를 나타냈던 세 어휘는 그 이후 유사한 

기울기로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아래 광고들은 60년대를 정점으로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가 소비자 

지칭 어휘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 던 모습을 상품의 종

류 별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34)는 비내구성 소비재 광고이고, (35)는 건축

자재, (36)은 자동차 광고들이다. 세 어휘들의 사용 양상은 거의 일치한다. 

전 상품 역에 골고루 사용되는 모습은 이 어휘들이 상당히 안정감 있는 

경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4) a. 삭까링 수요가 제위에 알리는 말씀

[1956.10.31, 2면.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

b. 위조품근절을 위하여 수용가 제위에게 드리는 말씀.

[1961.9.6. 3면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c. 설탕 수요자에게 알립니다.

[1964.6.6. 대한제당협회]

(35) a. 목재 수요가에 희소식.

[1955.10.31. 동화기업주식회사]

b. 판유리 수용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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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0.20.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c. 세멘트 수요자에게 알리는 말씀

[1962.9.3. 한국양회판매주식회사]

(36) a. 맵시-나 하이디럭스의 안전과 품위에 신뢰와 호평을 보내

주신 수요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5.6.19.  대우자동차]

b. 시보레 1700을 사용하여온 많은 수용가들의 정평입니다.

[1975.5. 지엠코리아 자동차]

c. 수요가에 의하여 판정이 났습니다.

[70.5.13. 신진자동차]

60년대에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세 어

휘들이 70년대에 한꺼번에 세력을 상실하는 양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 60년대와 70년대의 모습을 상위 빈도수 어휘인 ‘소비자’, ‘고객’, 그리고 

60년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애용자’와 함께 살펴보았다. 

[표16] 소비자 지칭 어휘의 60년대와 70년대 빈도수

년도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용자 사용자 계
1960s 8 24 60 17 15 16 0 4 144

1970s 89 76 10 5 6 3 4 3 196

증가율 1,012% 216% -83% -71% -60% -81.25% ― -25% 36%

[표16]을 보면 60년대를 기준으로 70년대의 전체 증가율은 36%이나 각 

개별 어휘의 증가율은 이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인다. 증가율에서 

‘+’를 보인 것은 ‘소비자’와 ‘고객’뿐이었고, 각각 1,012%와 216%의 증가를 

보 다. 나머지 어휘들은 모두 ‘-’ 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전체 어휘들의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로 강력한 어휘 사용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객’은 ‘소비자’ 만큼은 아니지만 70년대의 증가율인 36%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인 216%를 보이면서 ‘소비자’와 함께 상위 빈도수 어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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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비자’와 ‘고객’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60년대의 다양

한 상품의 광고에서 제약 없이 사용되던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는 ‘상

위 빈도수 어휘’ 그룹의 추세에 려 세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의 추세

와 힘겨루기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지지 기반을 형성해줄 어휘 사용 환

경의 변화가 세 어휘들에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27] 소비자 지칭 어휘들의 60년대와 70년대 빈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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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어휘도 완전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모든 어휘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시대 던 60년대와 달리 70년대부터는 어휘

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상위 빈도수 어휘들이 독점적인 세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다.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세 어휘가 광고어휘로서 동시에 세력을 상실

하게 된 것은 어휘의 의미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어휘 사용 환경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고객’의 지배적인 세력 확보 때문이었

다. 결국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던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세 어휘가 

동시에 세력을 잃고 사라진 것은 이미 70년대에 상위 빈도수 어휘들인 ‘소

비자’와 ‘고객’이 소비자 지칭 어휘로서 주도적 또는 독점적 지위에 들어서

기 시작했던 것임을 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소비자 지칭 어휘 체

계의 내적 구조 재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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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맺음말

‘한정된 맥락’속에서 실현되는 광고어휘는 개별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를 

‘균질한 조건’ 속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광고 자료를 생성한다. 

이러한 광고자료의 특성에 주목해 본고에서는 ‘소비자 지칭 어휘’들의 사

용 양상을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 소비자 지칭 어휘란 

광고 속에서 ‘소비자’와 교체되어 사용되었을 때 같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

는 어휘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대상어휘인 ‘소비자, 고객, 애용자,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 이

용자, 사용자’의 광고 사용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소비자, 고객’은 상위 빈

도수 어휘로 나타났고, ‘애용자, 수용가, 수요자, 수요가, 이용자, 사용자’는 

하위 빈도수 어휘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점하고 있는 어휘는 ‘고객’으로 20년대부터 60년

대까지 ‘애용자’와 함께, 70년대 이후엔 ‘소비자’와 함께 높은 빈도로 사용

되고 있다. ‘애용자’는 60년대까지 강세를 보이다 90년대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60년대는 ‘고객’보다도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이나 70년대에 급격

히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용가’, ‘수요가’, ‘수요자’는 모

두 60년대에 사용 건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70년대 이후엔 ‘애용자’와 비슷

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는 광고어휘로 가장 낮은 사용빈도

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는 80년대 이전까지 ‘이용자’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소비자’와 ‘고객’을 제외한 하위 빈도 어

휘들 중 유일하게 80년대 이후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소비자 지칭 어휘 사용 빈도 중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90년대엔 

‘고객’이 1,522건(광고어휘 중 66%), ‘소비자’가 679건(광고어휘 중 30%) 사

용되어 ‘고객’이 광고어휘로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하위 빈도수 어

휘들이 90년대에 들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또한 ‘고객’이 소비자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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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서 주도적 또는 독점적 지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는 새로운 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대 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전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기업의 광고는 상품에 대

한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구매행위에 이르게 하는 목적 하에 이루

어졌다.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마케팅의 과정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90년

대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고객의 만족이다.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도 

마케팅의 과정은 계속되며, 구매 후 제품의 사용과정과 사용 후 경험 공유

의 과정까지 기업이 책임지는 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구매활동의 지속성과 반복을 

내포하고 있는 ‘고객’의 의미 속성은 정확히 일치한다. 광고어휘로서 ‘고

객’과 ‘소비자’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의미 속성 때문이며, 두 어휘의 사용 양상의 변화 과정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 과정과 일치하는 궤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한 광고에 사용되는 지칭어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반

하는 어휘가 아니라 광고주의 마케팅전략에 의해 규정되고 선택되는 의도

된 기능을 수행하는 광고어휘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90년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기 때문

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90년대의 여러 현상에 대한 해석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이 정착한 2000년대 이후

의 광고자료에 대한 연구 작업을 90년대 ‘소비자 지칭 어휘’가 ‘고객’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석 작업을 위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

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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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hanging Patterns of 

Consumer Referring Vocabulary in 

Newspaper Advertisements:

Based on Dong-a Ilbo Advertisements 

from 1920 to 1999

Yi Hyoun-Ju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consumer referring vocabulary, 

such as sobija, gogaeg, aeyongja, suyongga, suyoga, suyoja, iyongja, and 

sayongja used in Korean newspaper advertisements. Additionally we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change in word use for each period that these changes 

reflec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extracts the word frequency of 

each relevant word for each period by analyzing <Dong-a Ilbo>’s 

advertisement material from April 1, 1920 to December 31, 1999. This data 

has been made available in the Naver News Library. 
The use aspect change of sobija (consumer) and gogaeg (customer), which 

has a relatively higher frequency, indicat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has changed from a provider oriented structure to a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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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structure. Furthermore the marketing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has 

also changed from product-centric to customer-centric.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 terms of vocabulary with similar meanings, depending on the concrete 

aspect of vocabulary change, for words with low frequency, such as suyongga, 

suyoga, suyoja,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ealized through use aspect 

change. Additionally, through the use aspect change of iyongja and sayongja, 

we observe a process reflecting the tendency of vocabulary use due to the 

appearanc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ubsequent 

lifestyle changes.

This has determined the following facts:

In terms of the consumer referring vocabulary used in advertisements, the 

position of the consumer, the economic subject, appears in the economic 

structure along with the advertiser’s intended strategy to reap the greatest 

benefit for the company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consumers.

Use aspect change of consumer referring vocabulary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reflects 

changes in lifestyle.

Keywords: consumer, customer, commercial language, high frequency word, 

low frequency word

Student Number: 921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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