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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언어사용은,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쓰이는 복잡한 추론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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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리,  그것이 환기시키는 개념과 구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두뇌의 활동

이다. 무수한 뉴런들이 다양한 뇌의 신경회로와 시냅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

하고, 그 무수한 자극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무조건 반사 으로 함께 활성화되

기도 하고 (neural binding; Lakoff 2008a, Lakoff and Wehling 2012, 

Feldman 2006) 서로를 억제하기도 하며 (mutual inhibition; Lakoff 

2008a, Lakoff and Wehling 2012) 수백억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낸

다. 그 무궁무진한 수의 활성화들로 인하여,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인지 행 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가능한 행 들 의 하나로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은 인지 과학에서 리 알려진 사실이다. 

흥미로운 은, Lakoff와 같은 인지언어학자들이 최근에 그 요성을 끊임없

이 이야기하듯,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자극들에 한 반응과,  그 자극들

로 인한 활성화의 부분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akoff(2008b:14)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가 신경학 으로 이미 인지 작용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

는 자극 역시 무의식 으로 한 구조 속에서 인지되고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인 무의식(cognitive unconscious; Lakoff 2004, 2006a:10, 

Lakoff and Johnson 1999)이 의미를 만들어 내게 될 때 쓰이는 그 구조가 

바로 임이다. 

언어자극으로 인해 두뇌가 무의식 으로 활성화되고, 한 언어자극 속에 의

도된 임 역시 무의식 으로 환기되기 때문에, 의도된 임을 읽어내는 것 

혹은 어떠한 임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달할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소통 뿐 

아니라, 의사 논의  결정 과정에서 매우 요하다. 일 이, Lakoff는 이러한 

임의 요성을 깨닫고, 의사 논의, 설득, 결정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 세력들이 어떠한 임으로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

을 설득하는지를 분석하 다. (Lakoff 1996, 자세한 논의는 3장 참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보 세력이 어떤 임을 사용해야 하고, 보수 세력의 임

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한 지침서를 내기도 하 다(Lakoff 2004, 

2006a, 2006b, 2008b; Lakoff and Wehling 2012). 

본고는 Lakoff가 이야기한 임을 형성하는 과정,  올바로 이해하는 과

정의 요성에 동감하고, 한국 정치에서의 임 형성  이해 과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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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가 을 두어 살펴볼 자료는 안철수가 

2012년 9월 19일 연설하 던 선출마선언(원문은 별지참조)이다. 본고가 이

를 자료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상 으로 정책은 정당들의 정체성을 결

정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은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있어서 일 성이 

뚜렷하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는 그의 선출마연설에

서 자신을 뚜렷하게 차별화하려 하고, 남들과는 달리 일 성있게 도덕  가치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도덕  가치에 한 구체 인 논의는 2장과 3장 참

조). 이러한 맥락에서, 안철수의 연설 속에 나타난 임과 그 바탕에 깔려있

는 여러 가지 함의를 살펴 으로써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면, 그의 연설은 

한국 정치에서 도덕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 되는 과정

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한 언어 자극을 통하여 언어 사

용자의 인지 체계  사유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인지의미론의 

에서도 흥미로운 이스 스터디가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언어사용, 임, 그리고 그것

이 정치의 맥락에서 갖는 요성을 Lakoff가 지난 20여 년간  온 것들을 

심으로 살펴본다. 이 장에는 어떤 것들이 보수의 가치이고, 도 어떤 것들이 진

보의 가치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여 그들 나름 로의 일 성과 응집성을 갖

게 되는지에 한 논의도 포함된다. 3장에서는 본격 으로 안철수의 연설에서 

나타난 도덕 인 가치 - 책임, 공감, 진심, 그리고 미래 - 를 살펴보고 4장에서

는 이들이 어떻게 이 되었는지를 개념  은유(Lakoff and Johnson 

1980, 1999, Lakoff 1993, 2008a), 임 의미론(Fillmore 1982, 

Lakoff 1996, 2004, 2006a, 2006b, 2008b, Lakoff and Wehling 

2012), 개념  혼성(Fauconnier 1997, Fauconnier and Turner 2002)의 

이론 틀 안에서 구체 으로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에서 이루어

진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본고와 같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언어사용, 정치, 그리고 프레임

사람들은 마다의 서사를 살아간다(Lakoff 2006b:33). 모든 서사에는 주



4   언어와 언어학 제57집

인공과 주변 인물이 있고, 그들이 이루는 심 사건이 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은 흔히 이러한 서사 구조에 사상되어 개념화되는데, 이러한 서사 구조가 

바로 임이다. Fillmore(1982:111)를 따라, 어떠한 개념이 그것이 환기시

키는 체 개념 구조 속에서 이해되는 체계(system)를 임이라고 한다면

(Fillmore 1982:111),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그 사건이 환기시키는 서사 

구조 안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체계 역시 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는 서사가 이루어진 을 암시함으로써 경험하는 사건에 한 경험자

의 태도를 결정한다. 를 들어, Lakoff(2004:3)에서 밝혔듯, 미국 정치에서 

세 에 한 경험을 ‘세  구제(tax relief)’로 이 하는 것은, 그를 ‘세  

하(tax cut)’로 이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구제’가 환기시키는 

임 속에는 고통을 주는 원인과,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 주는 

이가 존재한다. 물론, 그 원인을 없애 주는 이는 웅이 되고, 웅의 행동을 막

으려는 이들은 악당이 된다. 반면, ‘ 하(cut)’의 이 에는 이러한 서사 구

조가 없다. 단지 자르는 이와, 잘리는 것이 있을 뿐이다. 세  문제를 ‘구제’의 

임에 사상시킨다면, 미국의 를 들어, 세 을 부과하는 정부는 고통을 주

는 원인이 되고, 그 고통을 없애려 하는 이들(공화당)은 웅이 되고, 이러한 

노력에 반 하는 이들(민주당)은 악당이 된다. 이 임은 보수 들의 논리에 

들어맞으며, 따라서 이 임을 환기시키는 ‘세  구제’는 보수 들이 즐겨쓰는 

말이 되었다. 

과거 80~90년  미국의 진보 세력들은 이러한 이 의 존재를 모른 채, 

세  문제에 해서 이야기할 때, 보수 의 임으로 무장된 ‘세  구제’라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 고, 그 결과, 임을 이미 선 당한 민주당은, 자신들

이 사용하는 언어가 상 의 임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입지가 

좁아지고, 선에서 연이어 참패하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이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큰 향을 끼친다(Lakoff 2004).  

이 장에서는 인지 인 무의식의 심리 인 실재를 증명하는 실험들을 소개하

여 임으로 무장된 언어사용의 요성을 보이고, Lakoff(1996, 2004, 

2006a, 2006b, 2008b)가 정치의 역에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가족 모형

으로 이 한 것을 소개하면서, 언어사용과 이 이 정치의 역에서 갖

는 기능에 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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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지적 무의식과 언어사용

어떠한 개념에 하여 정의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결코 쉽

지 않다. 미국의 Bush 통령이 이라크 쟁을 일컬을 때 쓰는 ‘자유’는 노동자

들이 외치는 ‘자유’와는 다를 것이다. (Lakoff 2006a) 한, ‘ 술’이라는 말은 

간단히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사람이 만든 것을 일컬을 때 쓰는 ‘

술’ 역시, 자연을 보고 경탄하며 말하는 ‘ 술’하고는 다를 것이다. (Lakoff 

2006a) 이 듯 다양한 이 이 가능한 개념을 ‘이의제기가 가능한 개념

(contested concept)'이라고 한다(2006a:23). 

이의제기가 가능한 개념은 어떠한 임에 의해 먼  선 되느냐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진다. 이 때 Lakoff는 언어의 역할이 요하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Lakoff 2006b:10), 이 의 상은 사람들의 인지 인 무의식이

고, 특정 이 으로 무장된 언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두뇌의 활성화 

경로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그러한 무의식 인 사고 역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언어의 역할이 추 이다. 한 그 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사용은, 

임과 개념  은유, 개념  원형(prototype), 스테 오타입 등으로부터 독립

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듯 언어 사용이 이 듯 인간의 인지  개념 체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최

근의 신경학  연구에서 그 심리  실재가 증명되었다. 언어 사용과 인간의 인

지  개념 체계 사이의 련성은, 두뇌에서의 신경 활성화 경로와 련지어 설

명할 수 있다. 특정 언어 자극이나 경험은, 그 언어 자극과 그것이 환기시키는 

임 사이에 ‘뇌신경의 묶임(neural binding)’이 형성됨으로써 사람이 그 의

미를 이해하게 된다(Lakoff 2006b, 2008a, Lakoff and Wehling 2012, 

Feldman 2006). 이 때, 인지자가 어떤 종류의 임에 먼  노출이 되는지, 

그럼으로써 어떠한 경우의 수의 ‘묶임’을 만들어 내는지가 주어진 경험을 개념화

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뇌신경의 묶임은, 그 심리  실재가 여러 흥미로운 실험을 통하여 논

의되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개념  은유에 연 된 뇌신경의 묶임에 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Zhong과 Liljenquist의 연구(Zhong and Liljenquist 

2006; Lakoff 2008b:100에서 인용)에서는 <도덕성은 깨끗함>은유가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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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의 도덕 인 혹

은 비도덕 인 행동을 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라고 한 후, ‘W _ _ H'나 ‘S 

_ _ P’ 등의 단어를 완성하게 하 다. 그 결과, 비도덕 인 행동을 떠올린 이들

은 ‘wish’나 ‘step’ 신, ‘wash’와 ‘soap’로 더 많이 완성하 다. 다른 실험에

서는 피실험자들에게 도덕 인 행실에 한 이야기와 비도덕 인 행실에 한 

이야기를 손으로 베껴 쓰게 한 후에, 실험에 참여한 가로 연필과 항균물티슈 

에서 하나를 가져가게 하 다. 그 결과, 비도덕 인 행실에 한 이야기를 베

낀 이들이 그 지 않은 이들보다 항균물티슈를 두 배 더 많이 가져갔다. 이에 

Lakoff(2008b)은, 이러한 실험들은 개념  은유가 사람들의 경험을 이

할 때 뇌신경의 묶임이 심리 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보 다고 정리한다.  

이처럼, 인지  무의식을 지배하는 임이 인간의 개념화에 하여 갖는 

향력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임을 찾아내고, 읽어내고, 언어 사용에 반

해 내는 것이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여 갖는 향력 역시 클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안철수의 연설 안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임들을 찾아내고, 읽어내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프레임과 정치, 그리고 가족 모형 

임은 인지  무의식에 속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개념 구조이다. (Lakoff 2004:xv) 따라서 임을 이해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악, 부분 으로 통제하여 세상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키

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의도 - 다른 생

각을 가진 이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며, 그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을 하는 것 - 와 일맥상통한다. 

정치는 표 인 ‘이의제기가 가능한 개념’이다. 국가 정책에 하여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토론하며, 국민들을 설득하

려고 하는 것도, 정치에 한 경험을 어떠한 임 속에서 바라볼 것인지가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은, 통 으로 기존의 생각을 변하는 보

수진 과, 새로운 생각을 변하는 진보진 으로 나뉘어 왔다. 하지만 

Lakoff(1996)에 따르면, 정치 에 한 이러한 통 인 범주화는 기존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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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구분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설득력있게 분석한다. 사람들은 <국가는 가

족>이라는 개념  은유를 사용하고, 정치성향 역시 그 은유에 기반하여 보수세

력은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따르는 이들로, 진보세력은 자애로운 부모 모형을 

따르는 이들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Lakoff(1996:35)에 따르면, 엄격한 아버지 모형은 도덕  힘(moral 

strength)과 권 를 시한다. 그 힘으로 악과 유혹에 노출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되, 권 에는  복종해야 한다. 권 는 ‘아버지’로 

변되고, ‘아버지’는 이 모형에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반면 자애로

운 부모 모형은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해 하는 것(well-being)'을 우선 순 로 

두며, 이를 해서는 사람들이 이심 심의 ‘공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모형에서는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생각하여 ‘공감’ 뿐 아니라 ‘책임’ 역시 

요한 가치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족 모형은 진보와 보수 정당들이 사회 반의 문제에 하여 일

성 있는 정책을 펴고, 지지하는 동기가 된다. 낙태에 한 찬성과 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낙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을 표하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모형의 임을 생각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엄격한 아버지 모형

으로 무장한 보수 진 은, 원치 않는 임신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고, 

잘못을 했으면 응당 그에 맞는 처벌 -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사는 것 - 을 받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애로운 부모 모형은, 원치 않는 임신

을 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당사자가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을 함

으로써 미래에 더 ‘잘 살고, 행복해 하기’를 바란다. 이 듯 사회 반 인 논쟁

거리들 - 사형제도, 세 , 이민자 정책, 국가 안보 정책, 환경 정책 등등 - 에 

하여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펼치는 정책 속에는 가족 모형의 임이 보인

다. 

본고는 언어사용, 특히 Lakoff가 제시한 가족 모형의 임을 환기시키는 

언어자극들,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갖는 한 향력에 한 논의를 바탕으

로, 한국의 정치에 나타난 임에 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안철수의 

선출마연설에 진보의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임이 어떻게 효과 으로 사용되었는지 인지의미론의 이론틀을 사용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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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대선출마연설에 나타난 가치

안철수가 2012년 9월 19일에 선출마를 공식 으로 밝힐 때, 그 연설 속에 

나타난 뚜렷한 가치는 진보의 가치인 책임과 공감, 그리고 그가 개인 으로 한

국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심과, 건강한 미래이다. 이 장에서는 안철수의 

연설 속에 나타난 가치들을 우선 살펴본다.

  

3.1. 책임과 공감

안철수가 그의 연설에서 내세운 가치는 ‘책임’과 ‘공감’이다. 에서 이야기한 

자애로운 부모 모형에 암시되어 있듯이, 부모는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고

민하고, 느끼는 것을 공감한다. 공감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잘 알고, 따라서 그

에 순종하여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함의와는 달리, 수평 으로 높이를 맞추

어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가능하다. 한 책임은, 가족 구성원이 자신에 순종

하지 않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훈육하고, 지른 실수에 해서는 응당 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함의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것을 (때로는 괴로워

하는 것을) 공감하고, 지른 실수를 포용하고 감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

한 <국가는 가족>은유와 자애로운 부모 모형의 임은 안철수의 연설 곳곳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철수는 그의 연설을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2~5 단락; 별지참조).1) 엄격한 아버지 모형의 임에 함의되어 있는 수직

인 계가 아닌, 수평 인 태도로 국가 구성원의 말에 귀기울이고 소통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 듯 국가 구성원을, 이끌어야 할 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같은 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해야 할 상으로 보는 그의 임은 “ 명

한 국민”(12, 14 단락)과 “여러분이 제게는 스승”(4단락)이라는 표 에서도 드

1) 연설문 본문은 별지에 첨부하 다. 본문은 필자의 주 로 단락이 나 어졌고, 나 어진 

단락은 분석의 편의를 해 단락 앞에 숫자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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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그에게 국민은 무지몽매한, 계몽과 훈육의 상이 아니라, 명하고, 

교훈을 주는, 동행해야 할 주체들이다. 게다가 안철수는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

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 이 많

은 사람”(14단락)이라고 이 한다. 이는 그가 추구하는 지도자 은 엄격한 

아버지 모형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 명한 국민”들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모습의 지도자라고 뚜렷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

들로 미루어 볼 수 있는 안철수의 임은 ‘공감’이다. 

안철수의 다른 진보 인 가치는 ‘책임’이다. ‘책임’의 가치는 그의 연설 , 

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 “ 에게 주어진 시 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합니

다”(8단락)라고 한 문장에서 엿볼 수 있다. 엄격한 아버지 모형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주체이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더 배울 것이 있어서 숙제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자애로운 부모의 임을 선택

했다. 아직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더 배워야 하는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임을 택하 다. 이러한 ‘책임’의 가치

는 앞에서 이야기한 수평 인 동행의 역할 수행과 맞물려서, 안철수가 선택한 

이미지 이 에 일 성을 더해 다.   

3.2. 미래, 그리고 진심

안철수의 연설은 앞에서 이야기한 진보의 가치 이외에도, 사람들이 정치에 

하여 가지고 있는 스테 오타입을 극복하기 해 제시한 가치들도 발견할 수 

있다. 자신과 기존의 정치 세력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기 해 ‘미래’라는 가치

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진심’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강화된다. 

안철수가 자신을 기존의 정치 세력과 차별화하는 노력은 “낡은 정치” (9단

락), “낡은 물 기”(13단락), “낡은 체제”(13단락)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

용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낡은 물 기”는 “새로운 미래”와, “낡은 체

제”는 “미래가치”와, 그리고 “낡은 정치”는 자신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

한 의지와 조를 이루며, 간 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미래’의 가치를 묶는다. 

이에,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17단락)라는 표 과, “미래

는 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18단락)라는 표 은, 그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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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하는 무언가로,  우리 앞에 있는 주체로 이 시키고, 결국에

는 그 가치들을 안철수 자신의 이미지와 묶는다(더 자세한 분석은 4장 참조). 

사실, 일반 으로 정치가가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식

상해 보일지 모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한 의문 한 들

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철수가 연설 안에서 보이는  다른 가치 ‘진심’이 환

기시키는 임에 의해 이 노력은 더 이상 식상하게 보이지 않게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며, “진심의 정치”(18단락)를 하겠다고 덧붙이는 안철

수의 단호한 결의는 연설 안에서 구축해 온 ‘책임’의 가치와 맞물려 신뢰를 얻는

다. 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서 말

하기 보다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실을 말한다. “ 도 열심

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 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

다”(14단락). 이러한 문구들은 안철수가 말하는 ‘진심’의 가치에 부합하고, 그 

‘진심’은 사람들로 하여  안철수가 펼치는 진보의 가치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한

다. 

4. 대선출마연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분석 

안철수의 선출마연설은 에서 이야기한 가치와 임을 일 성있게 풀어

서 언어 표  속에 녹여내기도 했지만, 그 연설이 취하는 형식 역시 기존의 연

설과는 차별 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의도에 부합

한다. 본 장에서는 연설외 요소와 그 형식이 어떻게 안철수의 임에 부합하

는지, 그리고 연설 내  요소 - 언어 표 들 - 가 어떻게 그가 펼치려고 하는 가

치들을 효과 으로 이 하는지에 하여 개념  은유와, 임 의미론, 그

리고 개념  혼성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1. 연설의 외적요소와 어조

2012년 9월 19일, 안철수의 선출마연설이 열리기로 계획된 곳에서는 “국

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연설이 정된 시각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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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에 붙었다. 이는 마치 최신 상품의 런칭 행사를 앞두고 티  고 문구

를 붙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 감을 높 고, 이 게 안철수는 자신의 이미지

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최신 상품으로 이 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차

별화하 다. 이러한 연설 외 요소는 <선거 유세는 마 >이라는 은유 체계를 

통하여 그 효과가 발휘된다. 

<그림 1> 선거유세는 마  은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안철수는 문경 인답게, 자신을 상품으로 투

시켜 자신의 출마연설 역시 마 의 런칭 이벤트처럼 이 하 다. 이 은

유가 함의하는 것들  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 의 근원 역

에서의 이윤창출은, 선거유세의 목표 역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득표이다. 

둘째, 기업이 소비자를 하듯, 정치가 역시 유권자를 끌고 가는 상이 아닌, 

소통과 설득의 상으로 본다. 셋째, 유세에 있어서 세세한 활동은 모두 계산된 

것이다. 마 에서 런칭 시 과, 경쟁 상 와의 략에서의 우  등이 의도된 

것처럼, 유세활동에서도 출마선언의 시 과, 경쟁 상 와의 차별성을 표 하는 

것은 모두 의도된 것이다. 넷째, 이상 으로, - 실 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 이익을 궁극 으로 보는 이들은, 양쪽의 역에서 각각 소비자와 유권자이다.  

선출마연설이라면 일반 으로 떠오르는 딱딱한 어조와 형식은 안철수의 연

설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의 연설은 친근한 말투의 편지 처럼 “안철수입니

다”(단락1)로 시작한다. 이는 그가 선택했던 ‘공감’의 가치를 펼치기 해 제

되어야 하는 수평  동행의 태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평  동행과 

소통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소소한 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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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는 지난 7월말에 말 드린 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안 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최근에는 를 소재

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단락2).

(2) “ 는 그 동안 춘천에서 만난 어르신, 명 퇴직을 앞둔 년의 가장, 30

의 둥이 엄마와 같은 많은 이웃들을 만나 뵈었고, 각 분야에서 경륜과 

문성을 가진 분들도 만났습니다”(단락3).

이 듯 자신의 소소하고 구체 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개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국가 지도자라기 보다는, 구

성원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자신에 한 생각과, 생활 속의 고민을 받아 안고 

공감하는 자애로운 부모 모형의 지도자로 이 한다. 

안철수는 연설에서 편지를 읽듯 담담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달해 왔기 때문

에 여느 연설과는 차별화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개인 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여운을 남기 듯 마무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3)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그 습니다. 미래

는 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단락 18).

(3)에 나타난 문장들에서 볼 수 있는 연설의 형식 상 특징은, 자신이 분명하

게 하고 싶은 말을 직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구를 인용하여 달하고, 공유하려는 태도를 취하여, 그 어조가 간 이지

만, 설득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간 인 어조 역시 안철수의 ‘책임’의 가치와 

그의 신 한 이미지에 부합한다.  

연설의 형식 상 주목할 만 한  다른 은 다른 후보자들의 연설과는 달리, 

구체 인 정책에 해서는 다음처럼 말을 아 다는 이다. 

(4) “제 정책비 과 구상의 구체  내용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말  드리겠습

니다”(15단락).

Lakoff(2006b:10)가 이야기했듯이,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려 하고 있는지에 비추어서 투표를 한다기 보다는,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가

치, 진실됨, 신뢰, 그리고 정체성에 비추어서 표를 던진다.2) 이를 의도하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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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든, 안철수 자신이 이 연설 속에서는 그가 펼치려 하는 가치와 진실

됨, 그리고 새로운 안으로서의 정체성에 을 둔 것은 확실하다. 

한, (4)와 같은 서술은 <선거 유세는 마 >의 은유를 사용하여 연설을 

고로 이 한다. 마치 사회자가 고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해 “채  고정(stay tuned)”라고 외치듯이, 자신의 정책들에 한 국민

들의 심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계속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한다. 

연설에 포함된 서술에 있어서 <선거 유세는 마 >의 은유에서 비롯한 략

은 이뿐 만이 아니다. 연설 시간 몇 시간  붙었던 티  고는 연설 막바지에

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5)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17단락).

(5)와 같은 서술은 직 선거를 해본 국민들에게는 항진명제와도 같은 식상

한 표 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항진 명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항진 명제 

속의 심 사건과 련된 인지자의 경험과 범주화가 요한 역할을 가지듯 

(Kwon 2009), 연설 반부를 통하여 안철수의 심 가치와 이 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5)와 같은 항진 명제도 안철수의 진보 가치와 임 안에서 

해석하게 된다. 임을 선 하면, 어떠한 항진 명제도 그 임을 구축한 이

의 에서 해석하게 된다는 에서 이러한 연설의 틀은 효과 인 략으로 보

인다. 더군다나, (5)와 같은 서술이 미리 공개되었다가, 본연설문의 막바지에 

다시 그 로 나온 것은, 마치 화 티  고를 본 후, 실제 화를 볼 때 고

에서 본 장면을 다시  보며, ‘이런 맥락에서 힌 장면이었구나’하며 체감하고 

되뇌이게 되는 것처럼, 하려는 메시지를 뇌리에 인상 으로 남긴다.

이러한 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연설 외 으로,  그 어조상으로도 안철수

의 연설은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책임’과 ‘공감,’ ‘미래,’ 그리고 ‘진심’의 가치에 

부합한다. 

2) 이는, 이미 Lakoff(2004, 2006a, 2006b, 2008)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과거 미 선에서 

소득층이, 공화당이 자신들에 불리한 복지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보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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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설 속에 나타난 가치와 프레임

연설에 나타난 언어표 들 역시 안철수의 가치들을 일 성있게 이 하여 

그의 이미지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권 인 아버지가 아닌, 이미 그 지성을 

리 인정받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

통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이 한다. 

우선, 그가 탈권 를 표방하려고 환기시킨 임은 ‘학교’ 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 들에서 엿볼 수 있다.  

(6) “여러분이 제게는 스승입니다”(4단락).

(7) “ 에게 주어진 시 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8단락).

   

(6)과 (7)에서, ‘스승’과 ‘숙제’같은 언어 표 들은 분명히 ‘학교’의 임을 

환기시킨다. ‘학교’의 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학생, 교사(스승), 교실, 숙

제, 책상, 칠 , 걸상 등일 것이다. 이 임이 (6)에 의하여 환기되는 순간, 

학생의 역할은 안철수 자신과,  스승의 역할은 국민과 의미 으로 묶이게 된

다. (semantic binding; Lakoff 2008a)

이 임이 함의하는 것은, 첫째, 학생이 스승에 존경심과 경외심을 보이듯, 

안철수 자신도 국민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존경을 받

는 스승이 명하고, 학생은 그 명을 본받으려 배우는 것처럼, 존경을 받는 

국민도 명하다는 것이다. 안철수의 국민에 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표 들에

서 일 성있게 나타난다. 

(8) “그 지만 한국민은 이미 명한 국민들과 많은 문가들이 요소요소에

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거 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12단락). 

(9) “ 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 이 많은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한 국민들과 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14단락)

(8)과 (9)에서 나타났듯이, 스승으로 사상된 국민들은 명한 이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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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한 자신은 부족한 학생의 역할에 사상시키며, (9)에 나온 것처

럼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 이 많은” 이로 이 한다. 셋째, 학생은 학

생으로서 숙제를 할 책임이 있듯이, 안철수 자신도, 자신이 숙제라고 개념화한 

일 - 선에 출마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 에 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이미 (7)에서 “주어진 시 의 숙제를 감당”한다는 표 에 분명하게 

이 되어 있다.3) 이러한 함의들로 보았을 때, 안철수는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완벽하고 권 인 아버지보다는, 자세를 낮추어 국민들로부터 배우려 하

고,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며, 동행하려는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로 이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도덕  셈(Moral Accounting) 은유

(Lakoff 1996, 2004, 2006a, 2006b)이다. 이 은유는 질 인 어떤 목표 

역을 양 인 다른 근원 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Lakoff 1996:44)이다. 이 은

유에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비)도덕 인 행동은 남에게 정

(부정 )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덕 으로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Lakoff 1996:44) 를 들어, 기부를 하는 것

을 도덕 인 행 라고 하는 것과,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다음에 보답할

게,” 혹은 “한  쳤으니, 한  맞아라”와 같은 표 의 이면에 이러한 도덕  셈

의 은유와 그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도덕  셈의 은유는 요한 함의를 가지는

데, 그것은 바로, 빚을 지지 않은 이는 상 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셈의 은유는 다음에서 나타난다.   

(10) “ 는 정치경험 뿐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11단락).

(11) “빚진 게 없는 신, 공직을 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

을 것입니다”(11단락).

(10)과 (11)에서, 안철수는 그의 약   하나로 꼽 왔던 무소속 출신 후

3) 물론, 학교의 임 안에서 숙제를 해 낸 것에 한 이득은 학생이 그 주제에 해서 배우

고 아는 것이지만, 실에서 그 이득은 선생의 역할에 사상된 국민들이 보는 것이므로, 흥

미로운 혼성(blending)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의 제약으로 이에 한 더 깊은 논

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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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한계를, 도덕  셈의 은유를 사용하여, 당에 속한 정치인들을 당리당략에 

묶인 빚진 이들로, 자신을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운 빚진 것이 없는 이들로 

이 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여기서는 에서 말한 첫 번째 원칙은 그리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두 번째 원칙에 의해 빚진 이들은 

비도덕 인 것이고, 따라서 그들에 비해 도덕 으로 빚진 것이 없는 자신은 그

들과 다르다는 것을 역설한다. 당에게 갚아야 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기 때

문에, 오히려 무소속으로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펼

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더 나아가, 기존에 당리당략의 휘둘렸던 정치 세력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 자신을 ‘미래’의 안으로 이 하는 것에도 들어 맞는다.  

마지막으로 안철수는 연설 후반부에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의 양분화를 환기

시키면서 자신을 기존 세력이 아닌 ‘미래’의 세력으로 반복하여 이 한다. 

우선 그는, (12)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재의 정치를 우회 으로 비 한다. 

 

(12)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음 5년도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9단락).

“다음 5년도”라는 표 이 제하는 것은 이번 임기의 5년이 분열과 증오의 시

간이라는 것이다.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만든 이들은 기존 세력이고, 자신은 기

존 세력과는 다른 ‘미래’로 이 한다. “흑색 선 과 같은 낡은 정치”(9단락)

를 하는 이들은 기존 세력이고, 자신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며 차별화한

다. 

자신의 이미지를 ‘미래’의 가치로 이 하는 노력은 다음에서 명백하게 드

러난다.   

(13) “지  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 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13단락).

  

(14)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그 습니다. 미

래는 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18단락).

안철수는 이미 연설 반부와 반부에서 기존과 신진 세력들 간의 양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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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킨 후, 자신을 기존의 정치 세력과 차별화하여 이 을 선 하 다. 

그가 연설 후반부에서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선 된 임 속에서 ‘미

래’ 가치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정당에 속한 다른 후보들이 아닌, 자신의 이미지

와 의미 으로 묶이게 된다. 

특히 (14)의 마지막 문장 “미래는 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는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직시어(deixis)가 1인칭을 포함하는 복수 명사로 쓰일 수도, 한 

일반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

지를 ‘미래’의 가치와 묶은 묘한 표 이다. 주어진 문장은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안철수가 자신을 포함한 국민들 모두의 

에서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에서 보았을 

때 미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안철수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 게 두 가지 해석

이 가능한 이유는 공간어 “앞”이 은유 으로 확장(<시간은 공간>은유; Lakoff 

and Johnson 1980, 1999, 박정운 2001, 1998)되어 시간의 역에서도 쓰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석은 <그림2>와 같은 개념  혼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미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에 포함된 개념  혼성-1인칭 복수

<그림 2>는 주어진 문장 속의 “우리”가 1인칭 복수의 기능을 할 때, 그 문장

이 환기시키는 개념  혼성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최

소한 세 가지의 입력 공간이 필요하다. 첫째는 안철수의 연설이 이루어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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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둘째는 청   시청자가 연설을 듣고 보는 공간, 그리고 셋째는 시간을 공

간으로 이해하는 개념 역이다.4) 각각의 공간에는 앞/뒤와 같은 치 요소가 

있고, 그 치의 기 이 되는 이 존재한다. 이러한 각각의 입력 공간에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합한 구성 요소가 선별되어, <그림2>의 하단에 보이

는 것처럼, 혼성공간에서 계를 맺는다. 이 때 맺어진 계로부터 생되는 해

석은 원래의 입력 공간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게 나타나는(emergent; 

Fauconnier 1997, Fauconnier and Turner 2002) 해석인데, 이 때 혼성

된 공간에서의 은 입력공간1에서 선별된 안철수의 과, 입력공간2에서 

온 시청자의 이 더해져 ‘우리’의 이 되고, ‘앞’이 지칭하는 것은 입력공

간3에서 온 ‘미래’가 된다. 그 결과, 주어진 문장은, 안철수가 국민들과 같은 

을 취하여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두 번째 해석이 환기시키는 개념  혼성은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

다. 

<그림 3> “미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에 포함된 개념  혼성-총칭

4) 사실, 세 번째 공간 역시 시간의 입력공간과 공간의 입력공간이 혼성된 결과이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상 하나의 공간으로 압축하여 나타내었다. 한 세 개의 입력 공간의 도식 구조

를 나타내는 총칭 공간 역시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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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안철수가 미래로 사상되어, “우리”앞에 있는 “미래”가 안철수라는 

해석이다. 입력공간의 종류는 첫 번째 해석과 동일하다. 하지만, 혼성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난 의미구조에서는 “우리”가 안철수 자신을 포함한 복수를 지칭한다

기 보다는, 총칭 으로 사람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가 취하는 은 입력

공간2의 사람들(시청자)이다. 이 의미구조의 “앞”은 입력공간2에서 온 것과 입

력공간3에서 온 것이 혼성된 것으로서, 시청자들 앞의 매체 속에 있는 안철수가 

“미래”와 의미 으로 묶이게 되고, 따라서 미래의 안은 지  여러분 앞에 있는 

안철수 자신이라는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 듯, 안철수의 연설 속에는, 수평 인 근을 통한 공감과 소통이 자애로

운 부모 모형으로 이 되어 있고, 소속된 정당이 없다는 약 을 도덕  셈

의 은유를 통해 강 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미래”가치와 동일시하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안철수의 권 이지 않고 

믿음이 가는 어조와 맞물려, 그의 연설을 설득력있게 만들었다. 

    

5. 결론

본고는 정치의 역에서 정책을 나열하기 보다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가

치를 이 하는 과정,  임들을 올바로 읽어내는 안목의 요성에 동감

하고, 한국 정치에서 논의되는 가치와, 그 가치가 어떻게 이 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안철수가 2012년 9월 19일 선출마를 선언했던 

연설에 을 두어 살펴보았다. 안철수의 연설 속에 나타난 임과 그 바탕

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살펴보고, 그의 언어 사용  흥미로운 것들을 

심으로 인지의미론의 이론 틀 - 개념  은유 이론, 임 의미론, 그리고 개

념  혼성 이론 - 안에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안철수의 선출마연설 속에 나타난 뚜렷한 가치는 Lakoff(1996)

의 자애로운 부모 모형에 나타나는 진보의 가치인 책임과 공감, 그리고 안철수

가 기존의 한국정치와 차별화를 이야기하기 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심과, 

미래이다. 이러한 가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지만 솔직한 어조와 같은 연설 외

인 요소와 잘 들어맞는다. 한, 연설 내 으로도, 그는 수평 인 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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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감과 소통을 자애로운 부모 모형으로 이 하고, 소속된 정당이 없다는 

약 을 도덕  셈의 은유를 통해 강 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미래”

가치와 동일시하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에서 언 한 진보의 가

치를 일 성있게 펼쳐 보 다. 

본고는 한 사람의 연설 안에 나타난 가치와 임들에 을 두어 심층

으로 분석하 다는 장 이 있지만, 다른 후보들의 가치와 임의 맥락에서 같

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에서 그 약  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심사자가 

지 한 로, “미래”나 “우리”와 같은 수사 자원은 기존의 다른 정치 연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안철수의 연설 안에 나타난 이러한 수사가 다른 후보들

의 연설, 혹은 기존의 연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본다면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갖는 의의라 한다면, 그러한 수

사  자원이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연설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한 

가치를 식상하지 않게, 효과 으로 나타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왜 그러한지

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연설을 하나의 커다란 구문으로 보았을 때, 개별 언어 

표 은 식상할 수 있지만, 그 구문 안에서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 하는 방

식은  식상하지 않다는 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후의 연

구에서 다른 후보들의 연설 안에 나타난 가치와 임들과 비교, 분석한다면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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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안철수 선출마선언 연설 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915035530632&outlink=1 

 1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2 는 지난 7월말에 말  드린 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안 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최근에는 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

군요. 그동안 제 답을 기다려오신 여러 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 기업인과 교수의 삶을 살아온 로서는, 국가경 의 막 한 책임을 지는 결심에 이르

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는 그동안 춘천에서 만난 어르

신, 명 퇴직을 앞둔 년의 가장, 30 의 둥이 엄마와 같은 많은 이웃들을 만나 

뵈었고, 각 분야에서 경륜과 문성을 가진 분들도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 습니다. 어느 한분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산층이 

무 지고 소득층이 무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4 하지만 그 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계

셨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할 

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힘과 용

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 스승입니다. 그 분들이 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5 그 분들이 제게 한결 같이 하신 말 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

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

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망했다" 하셨습니다. 

 6  한 번도 정치에 발 딛지 않은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제게 지지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치를 다르게 해보자, 새롭게 출

발해보자"는 뜻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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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지만 는 제 역량에 해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한 개인이 

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게는 당선

여부보다는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

고 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어놓으려 합니다. 지 까지 국민들은 를 통해 정치쇄신에 한 열망을 표

해주셨습니다. 

 8 는 이제 이번 18  통령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그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에게 주어진 시 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9 는 먼  정치개 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을 

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선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부당하고 한 흑색

선 과 이 투구를 계속하면, 서로를 증오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며, 나아가서는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그 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의 반 밖에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다음 5년도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 통령이 되더라도 통합과 사회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는 부터 선거과정에서의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

다. 는 선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선 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존 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께 제안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그리고 선거후에도 승리한 사람

은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패배한 사람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여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해 력할 것도 같이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분

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한 에 지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가 당선 되더라도 국민을 해서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의 시작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경청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

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라고 는 생각합니다.

 

11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데 막상 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을 하

셨습니다. 정치라는 험한 곳에 들어가 괜히 만신창이가 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지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는 정치경험뿐 아니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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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험 신 국민들께 들

은 이야기를 소 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신 나라를 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신, 공직을 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12 사실 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5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

만 한민국은 이미 명한 국민들과 많은 문가들이 요소요소에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커다란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13 지  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 기를 새

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 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

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 에 역행

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이와 같은 것들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 앞으로 5년은 가 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 개될 것입니다. 국내의 가

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 인 장기불황까지 겹쳐 한꺼번에 

기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혼자서 모든 문제

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

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 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한 국민

들과 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물 기는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의 시 에 힘을 합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15 정치가 바 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심 경제가 들어섭니다. 한민국은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합니다. 지  논의되고 있

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

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 가능합니다. 제 정책비 과 구상의 구체  내

용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말 드리겠습니다.

 

16 는 이번 선거 과정부터 국민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

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

겠습니다. 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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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 과정에서 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17 사람의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증명하려고 

합니다. 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 

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바 고 정치가 바 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

니다.

18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

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그 습니다. 미래는 지  우리 앞

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공감, 진심, 그리고 새로운 미래: 안철수의 대선출마연설문에 나타난 정치 프레임 분석   25

참고문헌

박정운 (2001) 개념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 28: 85-107. 

박정운 (1998)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시간의 개념  은유. 언어와 언어

학 23: 85-110. 

Fauconnier, G.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uconnier, G. and M. Turner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Feldman, J. (2006) From Molecule to Metaphor. Cambridge: MIT Press. 

Fillmore, C. (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111-138. Seoul: Hanshin. 

Kwon, I. (2009) A Tautology is a Tautology: Specificity and Categorization in 

Nominal Tautological Constru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35th 

Annual Meeting of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Feb 14-16, 2009,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ition), 202-2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koff, G. (1996) Moral Politics: What Conservatives Know That Liberals 

Do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VT: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Lakoff, G. (2006a) Whose Freedom? The Battle over America's Most 

Imprtant Idea. New York: Picador. 

Lakoff, G. (and the Rockridge Institute) (2006b)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6   언어와 언어학 제57집

Lakoff, G. (2008a) The neural theory of metaphor. In Gibbs, R.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 and thought, 17-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koff, G. (2008b) The Political Mind: Why You Can't Understand 

21st-Century American Politics with an 18th-Century Brain. New 

York: Viking Penguin, a member of Penguin Group.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and M. Johnson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Lakoff, G. and E. Wehling (2012) The Little Blue Book. New York: Free 

Press. 

Zhong, C. and K. Liljenquist (2006) Washing Away Your Sins: Threatened 

Morality and Physical Cleansing. Science 313(5792):1451-52.  

<인터넷자료>

안철수. 2012. 선출마선언 연설문 (출처: 머니투데이 http://www.mt. 

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915035530632 

&outlink=1). (검색일: 2012년 9월 20일). 

3901 Indian School Rd. NE #D210, Albuquerque, NM 87110, USA

E-mail: kwoniks@gmail.com

논문접수: 2012년 09월 27일

수정완료: 2012년 11월 21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27일


	책임, 공감, 진심, 그리고 새로운 미래
	1. 서론
	2. 언어사용, 정치, 그리고 프레임
	3. 대선출마연설에 나타난 가치
	4. 대선출마연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