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 수사학: 

비유의 수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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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유는 언어의 지시기능과 더불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

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언어의 길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우리를 실어 나

르고 있는 것이다. 그 길 안에서 우리는 타자와 만나고 의미를 형성한다. 그 길을 벗

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라 존재부정으로 일탈한다. 이미 비유적 언어가 우

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나아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

를 유사성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비유가 전제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의 터전 

때문이다. 이를 수사학에서 공통화제(locus communis)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이 이성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의 장(sensus communis)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페렐만이 

말하는 수사적 보편청중이 가능해진다. 발견과 판단과 같은 인간의 인식기능은 대체

로 같음과 다름을 판별하는 유추능력에 근거한다. 유추, 혹은 유비는 일상 언어에 가

해진 폭력, 그것으로부터의 미끄러짐이라는 수사비유로 작용한다. 수사비유를 인식하

고 사용하는 능력이 수사적 설득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

통행위는 이성의 작용과 동시에 최고 단계의 이성으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 즉 상

상력을 전제한다. 비유의 언어는 그 자체로 이미 인식의 언어이며 현시적 힘을 담보하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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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주제어 : 비유, 수사비유, 유추, 상상력, 보편청중 

I.

리처즈(Ivor Armstrong Richards,1893-1979)는 수사학을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를 

치료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박우수역 3). 그의 수사학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사학, 혹은 일반적인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병들어 있어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 병이 고질병인지, 불치병인

지, 아니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등 병리적 현상의 진단과 처방은 단순히 “치료의 수

사학”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닐 것 같다. 리처즈는 언어가 사고

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법칙을 통달하면 많은 오해와 불통이 치

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언어가 사고를 매개하고 반영하는 비교적 투명한 

도구라고 보는 그의 낙관적인 언어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언어가 사고

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도구일까? 일반적으로 거울은 사물을 평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물의 상이 오히려 뒤틀리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의 존재조건이 본래 고립과 불통에 있고, 의사소통 자체가 오히

려 기적이라고 본다면 리처즈의 전제와 처방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일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통과 오해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단절이 인간의 본

래적인 조건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져다준다. 기독교 신화는 인간의 최초의 전락이 

의식의 탄생으로의 떨어져 내림이라 주장하며 이 의식의 탄생과 언어의 발생을 동일

시한다. 아담과 이브가 전락이후 처음 찾은 무화과 잎은 수치심, 즉 인간의 분별력이

라는 의식,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타자의식의 발생을 의미하며 이것은 동시에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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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잎이라는 문화적 기호체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자연현상에 이름을 붙

일 수 있는 언어기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간의 의식과 욕망을 매개하는 동시

에 이를 촉발시키는 것도 역시 호명(interpellation)의 언어이다. 전락의 인간조건은 언

어 속으로 떨어짐이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의 도구는 바로 그의 혀, 

즉 언어이며 유혹의 결과도 언어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욕망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

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매우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로서 일종의 사유언어이다. 따

라서 전락이후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이 언어라면, 이 언어는 고약하게도 불통의 징후

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공통의 감각(common sense)은 인간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온당한 견해일 것이다. 감각적 경험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서있는 자리가 

다르고 시력과 신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듯이, 서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도 카메라 앵

글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이 시각의 차이가 특수한 개별자들의 차이이다. 출발점이 

다르면 목표지점은 같을지라도 대체로 여정이 제각각이기 십상이다. 

한비자의 『난세』는  욕망의 차이와 위계관계 속에 내재된 인간의 의사소통이 얼
마나 지난한 작업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위한 노력인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춘

추전국시대에 군주의 마음과 혀를 대신하던 변사와 위사들이 과연 협상의 현장에서 

다윗의 폭정을 고발하던 선지자 나단과 같이 자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 소위 

말하는 갑질이 힘의 심급에서뿐만 아니라 차이를 전제하는 언어의 속성이라면, 의사

소통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에 접근하려는 수레가 언어인 셈이다. 힘의 역학관계에서 

공담과 아첨이 일상 언어라면 과연 외교의 수사학은 가능할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 수사학이 아직까지 학문적인 미개척과 답보상태를 계속하는 현실은 욕망

이 개입되는,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인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낸

다. 웨인 부스(Wayne C Booth)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를 인용하여 주장하듯

이 정치적 담론은 정체와 상관없이 그 구성원들을 건너뛰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며 권

력자들만 이해가능한 권위적인 언어이다(Booth 122). 현실정치의 언어는 모호한 것이 

특징이며 전달과 소통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정신분석

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의미전달 못지않게 의미를 가리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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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암호화된 정치담론에서 청중은 그 중요성과 달리 타자로 남아있다.   

페렐만(Chaim Perelman)의 신수사학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청중의 역할은 의사

소통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증명한다. 청중을 무시하는 말과 글이 독백이라면 청

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담론 역시 건강한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사

랑을 시험하는 리어 왕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듣고자하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앵무새의 

혀는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담론의 경우 페렐만이 말

하는 마음의 “결착”(adherence)은 먼 이야기이다(4-5, 104-105).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가 수사학의 목표점을 동의를 넘어서 확신과 동일시(identification)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할 때(301-02), 그는 물론 주체와 객체가 각각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화학

적 결합이 가능한 제 삼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시즘 체제하의 정치

적 담론형태가 보여주듯이 동일시 역시 지배담론 속으로 함몰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

중과 발화자의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의사소통의 문법은 지배담론의 

문법으로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노신의 「소잡감」 중 다음 인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층에서는 한 사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옆집에서는 오디오를 틀

고 있다. 건너편 집에서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윗층에서는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웃고 있다. 마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강 위에 떠있는 배에서는 어머니의 죽음 앞

에서 딸이 통곡하고 있다. 인류의 슬픔과 기쁨은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 법이

다. 내게는 단지 그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고 느껴질 뿐이다. (97. 띄어쓰기는 원

문대로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나 희열은 공유나 전달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이 언어의 문법 속으로 들어와 양식화될 때 사정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한 감정과 체험은 침묵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화자가 방관자의 태

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통곡하는 딸이 자신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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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갓 소음만을 듣고 있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카프카(Franz Kafka)의 단편 「법 앞에서」(“Before the Law”)는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예증하듯이 의사소통의 차단을 우의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 사람이 법원으

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다가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문지기는 

나중에 오라고 그를 물리친다. 물론 다른 문들도 있지만 그 문 앞에는 더욱 힘세고 험

상궂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 따라서 청원자는 마냥 기다리는 도리밖에 다른 선택

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 청원자는 왜 자신만이 그 문에서 기다리

는 사람이냐고 묻자 문지기는 이 문은 당신만을 위한 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죽

어가는 그 청원자가 보는 앞에서 문지기는 문을 닫는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가 그의 후기 사회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

판을 상기시키는 이 단편에서 카프카는 “안 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기다

리시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이 법의 담론을 의미의 무한한 지연과 차이를 그리고 

있다고 데리다는 해석한다(Bertens 116에서 재인용). 데리다의 해석에 앞서서 카프카

가 말하는 법이 과연 무엇인지가 이미 안개에 쌓인 성의 정체만큼이나 오리무중이다. 

의미가 불확실하다면,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축복이겠지만 다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는 재앙이다. 가령 영어에서 “Bubble”은 기포인가 수포인가? ‘기포’라고 말하는 순간 

‘수포’의 속성은 숨어버리고, ‘수포’라고 말하는 순간 ‘기포’의 속성은 함몰되어 버린

다. 베틀처럼 이 양축을 오고가는 어딘가에서 의미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

쩌면 오고가는 왕복운동 자체가 그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해석과 번역의 난관

은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한다. 성의 구분을 넘어서는 『맥베스』의 마녀들처럼. 

카프카보다 앞서서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중편 『나사의 조임』(The Turn of 

the Screw 1898)은 의미의 불확정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유령이란 햄릿의 표현을 빌리

자면 “무의 존재”(a thing of nothing), 즉 현존하는 부재, 부재하는 현존이며 존재의 

환영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유령이란 수신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불태워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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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문자들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기호, 혹은 의미이다. 어린 마일즈(Miles)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기표와 기의의 거리는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멀며, 마일즈가 유령의 정체

를 밝히려는 순간 그는 가정교사의 포옹 안에서 질식하고 만다. 라캉(Jacques Lacan)

식으로 말하자면 의미의 확정은 언어의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나사’ 역시 남근의 상

징을 넘어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이 기호체계는 본질적으로 비틀어짐(turn)에 의해서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비틀어짐이란 이곳에서 바로 수사비유(trope)와 동의어이

다. 언어는 끊임없이 비틀어짐, 미끄러짐에 의해서 작용하며 의미의 순간에 다다르려

고 하면 또다시 미끄러져 내린다. 떨어져 내림이 바로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계

급과 인종, 성차와 욕망의 차이의 흔적에서 자유로운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는 

애초부터 불순한 것이며 타락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전락처럼 바로 

여기에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유된 여인처럼 공통의 터전을 전락

의 언어는 마련해준다. 

II

앞서 “공통의 감각”이란 감각경험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공통의 감각”은 동시에 ‘상식’(sensus communis) 즉 ‘공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경험은 사유에서 벗어나 공공의 장으로 초월한다. ‘상

식’이란 공유된 인식이다. 이 인식의 공유가 가능한 것은 공유된 문법체계를 갖춘 언

어에 의해서이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공통된 언어가 필요하며 공통된 언어란 공

유된 인식을 반영하고 매개하는 언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구 수사학의 

역사는 말과 사고의 정합성을 옹호하고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플라톤은 『파에드러스』(Phaedrus)에서 그가 테우스(Theuth)에 의한 문자

의 발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문자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기억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기억과 진리를 별개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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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않는 플라톤에게 진리가 기억 속에서 발견되는 일이 문자로 인해서 감

퇴되는 상황, 즉 기억이 아니라 문자에 의해서 매개된 환기란 직접적인 기억에 

의한 발견, 즉 사고의 되새김질을 통한 발견의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기

서 우리는 플라톤이 사고와 발견, 기억과 진리를 동일시함을 알 수 있고 말로서

의 로고스를 인식에 근거지우고 있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거나 쓰고자하는 특정한 사물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하

고 모든 사실들 을 각각 정의할 수 있어야한다. 특정한 사물들에 대한 정의를 내

리고 나면 더 이상의 분류가 불가능할 때까지 이들을 종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의 영혼의 본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화제의) 본성에 

부합되는 부류의 말을 찾아야하며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말을 배열하고 장

식해야만 한다. 복잡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정교하고 조화로운 담론을 구사하

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간명한 말을 해야 한다. 그가 이 모든 지식을 습    득하

기 전까지는, 그 목적이 가르치는 것이든 설득하는 것이든 간에 그 논거들이 기

술적인 방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 한에서 그는 화술의 방법적 기술을 구사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77 b-c)1)

이곳에서 플라톤은 수사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

다. 첫째는 화자가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

고, 둘째는 이 지식을 표현할 적확한 표현을 찾는 것이다. 적확한 언어를 구하는 방법

은 물론 청중(독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과 불과분의 관련을 갖는다. 위 인

용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표현할 대상에 대한 정의와 분류 역시 인(지)식을 필요로 하

지만 이 지식이란 다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정의를 내린

다는 점은 사물의 속성에 대한 선행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구축되는 과정이기도하다. 분류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표현할 대상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언어가 청중의 성격에 의존한다면 사물에 대한 인식의 과정에 이미 그 언어

가 틈입하고 있다. 소피스트 못지않게 플라톤은 여기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셈

이며, 언어와 인식의 상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지식의 절대성



344  영미연구 제36집

에 대한 의문을 끌어들인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형태로든 언어는 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중과 화자의 교통이 가능한 것은 이 인식의 공통 터전 

안에서 임을 플라톤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인용문에서 화자, 청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플라

톤이 여기서 ‘방법’(meta hodos)적 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버트

(Neal W Gilbert)가 주장하듯이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뒤따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플라톤이 처음으로 전

문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이다(39-40). 플라톤의 ‘방법’은 콜리지(Samuel T. 

Coleridge)의 그것과 흡사하다2). 콜리지는 오성을 단순한 사건이나 이미지에 종

속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사물들 상호간의 관계, 사물과 

관찰자, 사물과 청자의 상태와 이해력과 관련지어 사물을 이해하는 사유방식을 

‘방법’이라 정의한다(411). 보편과 특수의 결합과 상호침투는 사고의 진전을 위

한 원리이며, ‘방법’이란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단한 전이의 길을 의

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이가 없이는 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전이가 가

능하려면 선행하는 개념이 필수적이다(416-17). 여기서 방법이란 일종의 발견의 

길이며 비유(metaphor)와 마찬가지로 종과 속, 보편과 특수와 같은 개념적인 전

이, 넘나들기를 통한 사고의 진전을 위한 도로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방

법’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비유이며 사고의 영역의 전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유”와 동근어임을 알 수 있다. 방법으로서의 비유 역시 선행하는 인

식의 전이, 전달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미 사물과 화자, 청자의 관계가 종합적으

로 작용하는 의미작용이다. 사고의 진전 원리로서, 즉 방법으로서의 비유는 인

식과 그 전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유나 환유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인식의 

변화, 확장 또는 등가를 동반하는 모든 언어사용을 포함한다. 서구 수사학이나 

문체론에서 은유가 지금껏 누려온 우위적인 지위 때문에 제유를 비유의 근본으

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모든 수사비유가 언어표현과 사고의 전이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은유는 여전히 비유의 포괄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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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전이를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과연 사고의 문채와 표현의 문채가 근본적

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발견과 판단의 선후 관계를 논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고대 영시에서 바다를 “고래의 길,” “태양의 집”등으로 표현하는 언어기법을 

“ken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알다’라는 고대영어(can)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비

유적인 언어의 특성이 뒤틀림, 혹은 전이이지만 전이란 본질적으로 인식, 이해를 선행

조건으로 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언어표현이 사물과 화자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청자

의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면 이는 죽은 비유가 될 것이다. 1920, 30년 대 로만 야콥슨

(Roman Jakobson), 쉬클로프스키(Viktor Schklovsky) 등을 비롯한 러시아 시어연구회

(OPOJAZ) 사람들은 문학의 특성을 그 언어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문학의 언어를 일상 

언어에 가해진 일종의 폭력, 즉 비틀기라 규정했다. 그들은 이를 “낯설게 하기” 효과

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문학 언어가 장막에 가려진 사물들의 관계의 진면목을 낱낱이 

들춰내 보여주는 새로운 발견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인식의 새로움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낯설게하기 효과가 청자나 독자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는 점이다. 지나친 낯설음은 인식의 새로움을 가져다주기는커녕 공허한 메아리로 그

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유가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

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으로서의 비유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만큼 강조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삶의 목표가 행복, 즉 개인의 수호신과의 부합(eudaimonia)에 있다고 강조하는

데, 그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의 추구와 다름 아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최고의 쾌락은 

감각적인 것이라기보다 지적인 발견의 기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극의 정점

도 인식에 있다고 주장하며, 형이상학에 있어서도 앎을 원하는 데서 인간의 본성을 찾

는다. 지식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그는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다주는 단어들이 가장 즐

거운 것들이다”라고 주장한다(244). 지식을 가져다주는 비유로 그는 호메로스의 “등

걸”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다. 노년과 등걸은 모두 개화기를 지난 것들을 총칭하는 속 

개념의 하위 종개념이다. 따라서 호메로스는 종들을 넘어서는 공통의 속을 통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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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인식의 새로움이 발견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표현의 세련

됨을 담보한다. 이처럼 앎의 기쁨을 강조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의 사용을 

배움이 아니라 천재의 소산이라 규정함으로써 시인과 그의 언어를 특별한 자리에 남

겨놓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유의 인식기능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눈앞에 가져다놓기”

란 현시화이다. 그가 말하는 현시화란 잠재태가 구체적인 완숙미를 지니고 드러난다

는 유기체의 비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노년의 등걸”이란 표현에서 단순히 노년이란 

개념만으로는 구체화되지 않는 꽃과 잎이 다 진 앙상한 나무 등걸이 눈앞에 이미지로 

다가온다. 생생한 표현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현시화란 대체로 무생물들을 살아 움직

이는 것으로 바꿔놓는, 즉 사고의 전이를 수반한 언어의 역전으로 언어의 힘은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시화 기법을 “힘”(energeia)이라고 규정

한다. 리꾀르(Paul Ricoeur)는 “사람을 행동하는 자로, 사물을 행위 가운데 있는 것으

로 제시하는 일은 모든 잠재적인 존재를 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보이는 비유적 담

론의 존재론적 기능”이라고 설명한다(42).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네트 19번”에서 시간

을 여인의 고운 이마에 고랑을 파고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는 것으로 묘사할 때 시

간은 더 이상 정태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잔인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힘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다. 수사적인 

언어가 설득의 힘을 발휘하려면 이 역동적인 언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영혼의 흔들림이란 이 에너지 이동법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시저 살해 후 안

토니우스가 브루투스에 비해서 로마의 군중들을 동요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바로 이 

활성 에너지, 혹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브루투스가 추상적인 

애국심에 호소한 것과 달리 안토니우스는 피 묻은 시저의 망토와 로마 시민들에게 자

신의 재산을 분배하라는 유서를 보여줌으로써 눈앞에 제시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죽은 

언어에 에너지란 혈관을 이식시켰고, 이 혈관을 통해서 언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

다. 현시화, 혹은 가시화란 생생한 표현이며 이것은 언어의 힘을 담보한다. 로마의 호

라티우스(Horace)가 시를 “말하는 그림”이라고 기술할 때 그 역시 비유 언어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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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의 특성으로 꼽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생생한 표현(enargeia)과 언어의 힘

(energeia)이란 개념들이 구분 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이미 아리스토텔레

스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게 비유란 곧 행동하는 언어이며, 이 행

동을 통해서 언어는 살아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힘이 먼저 화자의 영혼에 작용하

고 거기서 청자의 영혼으로 이동할 때 감동과 설득이 생겨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비유를 네 종류로 나누어 ‘속에서 종으로’, ‘종에서 속으

로’, ‘종에서 종으로’, 그리고 ‘속에서 속으로’의 유비(analogy)라 하고  그 중에서 배

율에 기초한 유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호한다(246). 엄밀하게 말해서 유비에 의한 

비유 역시 발견의 기쁨을 가져오는 비유의 일종으로, 수학적인 배분율을 바탕으

로 하는 삼단논법의 변형된 형태이다3). 그는 수사적인 삼단논법을 일종의 생략 

삼단논법(enthymeme)으로 보며, 추론의 전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그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숨김으로써 청중에게 더한 지적 발견의 기쁨을 

주는 논증을 중시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은 변증론과 짝

을 이룬다. 유비 역시 어구의 차원에서 이뤄진, 수사적 삼단논법에 대응하는 개

념이다. 페리클레스(Pericles)가 전사한 젊은이가 폴리스에서 사라진 것을 마치 

누군가가 일 년의 절기 중 봄철을 앗아간 것에 비유한 것은 유비에 의한 비유의 

경우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년을 나무 등걸에 비유한 경우를 확장해

서 보여준다. 유비의 경우는 사고의 전이와 가치의 등가가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폴리스의 젊은이는 절기로 치면 봄철에 해당하

고, 비유의 가시화와 활성화를 중시하여 움직임, 생성을 강조하는 그에게 봄철

이 만개의 계절이라면 젊음은 인생의 절기 중 봄에 해당한다는 가치의 등가가 

숨어있다. 따라서 전쟁터는 곧 세월이 펼쳐지는 절기이고 이곳에서의 죽음은 만

개하기도 전에 절기가 사라져버린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젊은이와 봄철의 비유

와 그것의 빼앗김은 다층에서 사고의 전개와 전이과정을 전제하고 있어 그 만

큼 더욱 복잡한 발견의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발견의 기쁨이 클수록 좋은 표

현이고 힘찬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로서는 당연히 유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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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가 즐겨 예시하는 디오니소스의 방패와 마

르스의 술잔도 일련의 유비적 추론과정을 전제한 비유이다. 디오니소스의 술잔

과 군신 마르스의 방패가 그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들 비유는 새로움이란 힘을 

더욱 얻게 되고 그런 만큼 더 많은 힘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사람들의 이해력이 이를 따라잡기 힘들어진다. 이

런 경우를 우리들은 남유(catachresis)라고 부르는데 남유란 낯설게하기가 지나치

게 나아간 경우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비유란 사고의 층위를 달리하는 전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해 모든 비유는 남유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케네스 버크 역시 비유를 장식적인 용법이 아니라 

‘진리’의 발견과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다룬다. 그가 특히 제유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탐구의 전 영역을 열어 보이는 환원적인 단일화 가설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유(synecdoche)는 재현(representation)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버크가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란 ‘미메시스’라기 보다는 ‘국회의원’(representative)을 

뜻하는 경우처럼 대의, 대표의 의미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인간의 행동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대표사례로 실험실에서 동물의 반응을 연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동

물실험은 인간의 경우를 위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의 경우

를 대표하는 일화이다. 따라서 버크에게 제유란 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돛이라 이름하

고 왕권을 뜻하기 위해서 왕관이라 지칭하는 사고의 절약을 넘어서 탐구의 수사학을 

위한 환원화 과정이다. 제유를 통해서 발견된 진리가 보편적인 경우로 적용될 때, 예

컨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를 위한 동물실험의 결과를 확대하여 인간의 행동양식에 적

용하는 경우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비유이다. 이 비유는 관점

(perspective)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버크는 주장한다(Grammar 510). 관점의 변화란 

사고의 심급과 조망점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감을, 즉 인식의 자리가 변

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일상어와 비유 언어의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이나 제유와 비유

의 구분은 어려운 것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어 사고의 복잡성을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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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 크로우 랜섬(John Crowe Ransom)은 버크가 수사비유의 과학적 적용과 시적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버크에게 있어서 수사비유, 나아

가 수사학이란 모든 진리의 발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식론적 실천에 다

름 아니다. 

III

인식으로서의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이코프와 존슨(George Lakoff & 

Mark Johnson)에게 비유란 경험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삶의 장치이다. 그들에 

따르면 비유란 대체로 인간의 신체와 본질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치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서 정의하고 비유에 근거해서 다음 

행동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수단으로 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

리가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추론을 이끌어내고 목표를 세우고 참여하고 

계획을 집행한다는 것이다(156-58). 그들의 저서 제목(Metaphors We Live By)이 말해

주듯 우리들은 비유에 의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비유를 떠나서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

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쯤 되면 비유란 곧 언어 자체이며 이 언어란 물고기가 

숨 쉬고 살아가는 공기나 물 같은 존재로 인간 삶의 존재기반이다. 이 언어란 우리들

이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들의 사유를 규정하고 동시에 구성한다. 앞서 콜리

지가 말했던 사고의 발전원리로서의 방법처럼 비유는 추론을 포함한 대론적 사유가 

가능한 터전이며, 비유적 인식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다음 단계의 사유나 행동으

로 나아간다.4) 따라서 “비유적인 언어는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물들의 관계

를 표시하고 그 관계를 영속화 한다”는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주장처럼

(Barfield 67 재인용) 논거발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유, 혹은 비유적 언어와 

사고는 깊숙하게 개입한다. 그렇다면 비유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발견하

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격정(정서) 역시 논리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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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어떤 식으로든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

을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연결과 결합의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 인식과 발견의 능력은 이미 상상력과 이

성의 구분할 수 없는 융합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유의 사용은 사물을 유기적으

로 결합하는 조합형성력(ensenplastic power)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능력이란 

앞서 콜리지가 말했던 ‘방법’의 다른 이름이다. 결국 우리는 비유에 의해서, 그 

안에서 사고하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말하는 최고 단계의 이성으로서의 상상력은 유사

성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비유의 세계를 규정하고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유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천재의 산물이라고 말할 때, 그 역시 비유와 상상력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달리 비유에 작용하는 상상

력이 단지 이성의 영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성을 포함하는 차원임을 감안한다

면 비유는 결코 배움의 영역에서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비유가 유비를 포함한 인식

론을 축으로 해서 형성되고 이해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공통된 인간의 인식은 학습 가

능한 것이며 이 공유된 지식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화된다. 물론 이 때의 결정화

는 계속 새롭게 재결정화 되는 과정의 일부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

무리 천재적인 시인의 기상천외한 비유라도 공통 언어로 대표되는 전통 안에서 비롯

된 것이며 그 안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유 언어는 개인적인 신

화의 세계로 빠지는 것이며, 이 경우 본질적으로 바벨 탑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유로서의 인식이 전통을 구성할 때 페렐만이 말하는 보편청중이 가능하고 인간

의 이성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보편청중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수학적인 것이듯 

공유된 지식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공통의 언어 안에 들어서는 셈이다. 물론 이 때의 

보편청중에는 화자 자신도 당연히 포함된다. 공통의 언어란 비유의 인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유된 지식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비유의 생성과 전이가 가능하다. 비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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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들을 불러 모으는 사유방식의 선물이며, 유사성을 발견하는 인식능력은 대

상과 화자, 대상과 청중, 화자와 청중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융합하는 방법론적 공감을 

의미한다. 비유는 인식능력이지만 이 인식능력은 앞서 말했듯이 상상력과 그것에 기

초한 공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공언어, 인지 언어학의 연구가 뇌과학

과 연계하여 논리적 구조연구에 집중한 탓에 언어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유 언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의 힘이 인

식과 더불어 상상력에 있다면, 상상과 정서를 논리적 분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

한 작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현 단계에서 우려되는 점은 상상이 분석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그 자체가 가능하다면) 과연 살아 숨 쉴 수 있을까하는 점이

다. 그 틀 밖에 머물러 자유롭게 활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닐까? 

카시러(Ernst Cassirer)가 주장하듯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

력은 우리의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한다. 그렇지만 언어 표현이 비유적 

표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언어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재현능력이 결코 지배적

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유란 유기적인 총체성을 간직한 언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며 비유가 없이는 언어는 그 생명력을 잃고 단지 관습적인 기호체계로 경직된다

(102). 비유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언어의 길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우리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그 길 안에서 우리

는 타자와 만나고 의미를 형성한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길이다.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라 존재부정으로 일탈한다. 비록 그 길이 곧고 평

평하게 포장된 길이 아니라 가끔 물웅덩이가 있고 돌부리를 숨기고 있을지라도 그것

도 길의 일부이며 생명이다. 비유적 언어를 통한 재현이 온전한 객관화에 이를 수 있

다고 믿는 제왕의 꿈은 따라서 정밀과학이란 이름으로 수사 언어에 가해진 폭력이다. 

과학의 언어 역시 비유적 언어이기를 그치지 않는 한 모든 정의는 자신의 한계를 스

스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비유 언어의 미끄러짐을 통한 의미

의 관계설정이 사실은 언어 안에서 개체가 자신의 독자성을 보류하고 타자와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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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지점이다. 종교적 체험의 경우에 과연 언어가 이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이 지속되고 있듯이 언어는 자아의 독자성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이 제

한하는 언어적 정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보편 경험을 재현하고 공유한다. 

이 위대한 전이의 도상에 우리를 인도하는, 때로는 오도하는, 비유가 자리하고 있다. 

Notes

1) 번역은 H. N. Fowler의 영역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필요시에는 Benjamin Jowett의 영역을 
참조하였다. Fowler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man must know the truth about all the 
particular things of which he speaks or writes, and must be able to define them separately; 
then when he has defined them, he must know how to divide them by classes until further 
division is impossible; and in the same way he must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oul, 
must find out the class of speech adapted to each nature, and must arrange and adorn his 
discourse accordingly, offering to complex soul elaborate and harmonious discourse, and 
simple talks to the simple soul. Until he has attained to all this, he will not be able to 
speak by the method of art, so far as speech can be controlled by method, either for 
purpose of instruction or of persuasion.” (142). 

2) ‘방법’이란 병인의 진단과 처방, 따라서 이성적인 추론과정과 경험이 중시되는 의학적인 실
행에서 주로 시작된 것이다. 플라톤의 방법은 대체로 분리, 정의, 예증, 분석의 사단계로 나
뉜다. 

3) 페렐만과 티테카는 유비를 취지(theme)와 매체(phoros)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루는 사
유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논증의 일종으로 다룬다. 유비가 수학적 배율과 다른 점은 후자
와 달리 전자는 취지의 용어들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그 용어들의 상호관계

를 더욱 밀접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Perelman and Tyteca, 378.) 

4) 레이코프와 존슨의 논의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진리가 
우리의 이해에 근거하고 우리의 이해가 비유에 근거하고 있다면, 인간의 진리란 결국 비유
적인 것이다. 진리란 저기에 미리 던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방식에 의해서, 이
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의 비유론 뒤에는 진리의 상대주의
에 대한 암시가 짙게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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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hetoric of Cognition: 
On the Rhetorical Function of Metaphor 

Park, WooS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essay examines cognitive attributes of rhetoric, focusing on the rhetorical 

function of metaphor as language itself. With the conception of rhetoric as a 

counterpart of dialectic goes the establishment and revaluation of rhetoric as the art 

of argumentation and judgement. Judgement is applied, before invention and after, to 

every domain of the rhetorical field. It works especially in the matrix of analogical 

imagination. On the other hand, analogy is a faculty to find similarity in apparent 

dissimilarities and dimensional differences. In this sense, analogy is a kind of 

metaphor. A metaphor is more than an unfamiliar and hence forceful expression, 

functioning on the principle of inventive judgement and reasoning. Here metaphor as 

the transcendence of the given is the way we as language users join in, and in 

language and on the way to language we pass over our individuality to settle in 

personalities. In the metaphoric function of cognition and condensation of different 

experiences and expressions, we can achieve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audiences. In 

fine, metaphor represents a shocking sharing of knowledge, and in it we often fall on 

the other side of our worn-out life and expression. In the use of well-wrought 

metaphors extended, we extend ourselves and our lives, since metaphor works as a 

thought process and heuristic principle.  

Key words: metaphor, trope, analogy, imagination, universal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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