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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몸짓(gesture)을 사용
– Sweetser 2007:203
– Krauss et al. 2000
– Bavelas et al.1992

• 시각적 요소(몸짓 표현)와 구두 표현
→ 하나의 개념적 단위(idea unit)
– McNeill and Duncan 2000:488
– Damasio 1994, 1999

1. 들어가는 말

2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군대 수신호(Military Hand Signal)

1. 들어가는 말

 특수한 맥락 안에서만 사용되는 상징 체계
 관습화(conventionalized), 가짓수의 제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인지적 기제를 통해 의미를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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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1. 들어가는 말

§ 몸짓 언어의 유형과 구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군대 수신호가 몸짓 언어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논의한다.

§ 군대 수신호의 예를 선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나타난
도상성과 개념적 은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구두 언어와 함께 일어나는 몸짓 언어 뿐만 아니라 군대
수신호 역시 우리의 인지 기제가 작용되는 예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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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짓과 구두 언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인지적 불가분의 관계
(McNeill 2005, Kendon 2004, Damasio 1994, 1999)

• 몸짓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
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2.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2. 몸짓 언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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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on의 연속선 (Kendon’s continuum)
(McNeill 2005:5)
– ‘몸짓하기 (gesticulation),’ 
– ‘발화와 연계된 몸짓 (speech-linked gestures),’ 
– ‘상징적 몸짓 (emblems),’ 
– ‘판토마임 (pantomime),’ 
– ‘수화 (sign-language)’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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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endon의 연속선>



몸짓하기 (gesticulation)
- 발화와 병행하여 사용
- 발화와 관련된 의미를 신체화(embody)
- 팔이나 손에 국한되지 않음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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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와 연계된 몸짓 (speech-linked gestures)
- 몸짓 자체가 발화된 문장들 중 일부를 대체
- 문장 안에서 문법소의 역할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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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몸짓 (emblems)
- 관습화된 상징
- 몸짓이 지칭하는 것과 몸짓의 영상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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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마임 (pantomimes)
- 말 없는 이야기
- 줄거리를 서술할 때 몸짓으로 이야기 전개
- 구두로 발화되는 문장 없음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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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sign-language)
- 약속된 몸짓 하나하나가 어휘를 이루는 하나의 언어체계
- 주로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
- 문법적 구문, 어휘소, 형태소적 패턴 등의 언어 구조
- 구두로 발화되는 말 일절 없이 의사소통 하는 데에 쓰임

2.1 구두 언어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12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 McNeill (2005:38)
– 도상적 몸짓
– 은유적 몸짓
– 직시적(deictic) 몸짓
– 발화의 리듬에 맞추어 사용하는 몸짓 (Beat) 

2.2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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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적 몸짓
- 구체적인 개체 혹은 행위의 영상 표상
- 행위의 상적(aspectual)인 특성도 표상

e.g. 빠른 차의 움직임 → 손의 빠른 움직임

2.2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14

은유적 몸짓
- 추상적인 대상의 영상을 표상
- 목표 영역(target domain)과 근원 영역(source domain) 중

근원 영역을 표상 (Cienki and Müller 2008:484)
e.g.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은 물체(IDEAS AR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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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적 몸짓
- 검지 손가락을 쭉 편 상태로 의도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
-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체 부위로도 수행 가능

2.2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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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를 맞추는 몸짓 (beat)
- 형식적으로 가장 덜 구체화된 종류
- 구두 발화가 이루어지는 도중 별 다른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움직임
- 발화의 리듬을 무의식적으로 맞추는 몸짓

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 McNeill (2005:38)
– 도상적 몸짓
– 은유적 몸짓
– 직시적(deictic) 몸짓
– 발화의 리듬에 맞추어 사용하는 몸짓 (Beat) 

• 은유 - 몸짓 언어의 기능 확장을 하게 해주는 주요 기제
(McNeill 2005:45)

• [좋은 것은 위(GOOD IS UP)], [나쁜 것은 아래(BAD IS DOWN)] 
(Cienki 1998)

2.2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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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두 발화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 상징적 몸짓(emblems)과 유사한 특징

• 관습화 되어 있음
• 관습화의 정도가 제한적

– 수화(sign language)와도 유사한 특징
• 언어 표현이 없이도 몸짓으로만 의미를 전달하여 소통
• 몸짓으로 약속된 상징들을 표상함으로써 소통
• 몸짓들의 모음이 어휘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
• 대조 체계(contrastive system), 구문적 의미 잠재력

(syntactic potential)의 부재

3. 군대 수신호의 범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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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두 발화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 상징적 몸짓과 수화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지님

3. 군대 수신호의 범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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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상 기제에 따른 구분
– 도상적 몸짓
– 은유적 몸짓
– 직시적(deictic) 몸짓
– 발화의 리듬에 맞추어 사용하는 몸짓 (Beat) 

3. 군대 수신호의 범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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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수신호는 여러 유형에 걸쳐 복합적인 특성을 지님. 
(Kendon의 ‘연속체’)

• 몸짓은 구두의 언어 사용만큼이나 인간의 인지 작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인지 현상

• 인간의 무의식적인 인지 기제가 작용

3. 군대 수신호의 범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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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 미육군 수신호 교본
• 실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전쟁 영화

- <Saving private Ryan>
- <Band of Brothers – Episode 2>
- <Black Hawk down>

• 도상적 몸짓과 은유적 몸짓

4. 군대 수신호에 나타난 인지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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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상적 수신호와 개념적 환유

• 개념적 환유란?
– 하나의 대상을 그와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통해 지칭하

는 것 (Lakoff and Johnson 1980)

• 수신호의 도상적인 요소는 대부분 개념적 환유와 관련:
대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을 묘사함으로써 대상
전체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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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다’> <그림 2-2. ‘타이거 전차’> <그림 2-3. ‘둘’> 

4.1. 도상적 수신호와 개념적 환유

ü ‘눈’을 가리키면서 ‘보다’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 개념적 환유
ü 전차 이름의 앞 글자 ‘T’를 손으로 본떠 ‘타이거 전차’를 지칭
ü 영어의 어순을 도상적으로 표상(‘(I) see Tiger tanks’)

23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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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보병’> <그림 2-5. ‘분대 혹은 열’> <그림 2-6. ‘다섯’>

4.1. 도상적 수신호와 개념적 환유

ü 개념적 환유의 기제를 바탕으로 ‘보병’을 표상하는 관습화된 몸짓
ü 수를 나타내는 몸짓은 도상적인 동시에 관습화된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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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발포’-시작> <그림 3-2. ‘발포’-계속>

4.1. 도상적 수신호와 개념적 환유

ü 물리적 공간상에서 특정 방향을 지표(index)하는 것 - 직시적
ü 신속성, 연속성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상적(aspectual) 도상성
ü 발포하는 행위에 대한 도상성

25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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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은유적 수신호

• 은유란?
– 한 개념을 다른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것

(Lakoff and Johnson 1980, 1999)
– 개념 체계를 형성하는 주요 인지 기제

•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과 수신호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인지 기제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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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합’> 

4.2 은유적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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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he’s well known in theatrical circles.
b. I rounded up a few friends for a party.
c. A crowd drew round the winner.
d. They are very lively characters with a large circle of  friends within

the school.
e.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다.
f. 그는 시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근원영역 목표영역
중점 ― 모이는 지점
점 ― 구성원

면적 ― 구성원들의 집합
면적의 크기 ― 구성원의 수

[모임은 원(ASSEMBLIES ARE CIRCLES)] 은유의 사상관계

4.2 은유적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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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격 중지’>

4.2 은유적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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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영역 목표영역
점 ― 개별 사건
선 ― 사건의 연속

시작점 ― 발단 사건
끝점 ― 결론 사건
방향 ― 사건의 귀결

[연속성은 선(SUCCESSSION IS A LINE)] 은유의 사상관계

(2) a. An old lady cut in the line and no one stopped her. 
b. The electricity has been cut off.
c. 출근길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줄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d. 수십 년간 대를 물리어 이어 온 전통이 끊어졌다. 
e. 최근 몇 년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4.2 은유적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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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격 중지’> <그림 5-2. 수신호의 방향성>

4.2 은유적 수신호

31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Kw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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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 ‘대기하라’ >

4.2 은유적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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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기하라’ 수신호에 나타난 힘 역학 도식> 

4.2 은유적 수신호

ü 사건 구조 은유(Event structure metaphor)
[원인은 힘(CAUSES ARE FORCES)] (Lakoff and Johnson 1999)

ü 힘 역학(force dynamics) (Talmy 2000)

33권익수 외.: 군대 수신호 분석

>
+

주 힘(수신호를 받는 자)

반 힘(수신호자)

움직임이 있는 내재적 경향성

강한 힘

이동
정지

+>



근원영역 목표영역
물리적 개체(주 힘) ― 수신호 받는 자

물리적 힘(반 힘) ― 수신호자
(혹은 수신호자의 화행)

주 힘의 이동 ― 수신호 받는 자가
임무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 감’

주 힘의 정지 ― 수신호 받는 자의 대기 상태
이동의 종점 ― 임무 수행의 목적

[원인은 힘(CAUSES ARE FORCES)] 은유의 사상관계

4.2 은유적 수신호

(3) a. 그 뉴스는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b. 그는 주변 압력에 떠밀려 의대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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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군대에서 쓰이는 수신호에 나타난 인지 기제

– 개념적 환유를 바탕으로 한 도상성
– 개념적 은유
– 대부분이 직시성 포함

• 인지 기제는 구두 언어 현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몸짓 언어에서도 중요한 역할

• 구두 발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몸짓하기 vs. 군대 수신호

• 우리 마음 속 개념적 영상을 도상적으로 잘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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