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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
과 경기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803명을 대상으로 은유와 아이러니 평가 도구를 투입
하여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은유와 아이러니는 모두 간접표현으로 세 단계의 이해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상위언어능력과 맥락 파악 능력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은유는 지식
과 개념이, 아이러니는 상황과 화자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수준을 초등학교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이해 정도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초등학생의 은유 해석의
오류는 연상적 해석, 축자적 해석, 원인적 해석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
적으로 은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은유 이해의 첫째 번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들은 친숙한
상황과 소재가 사용된 은유와 일상적으로 접촉 빈도가 높은 아이러니적 비평을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은유의 이해에서 지식이, 아이러니 이해에서 언어 사용
방식의 학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
에 .52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과 그 과정에
서 작용하는 요인이 유사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주요어: 간접표현, 은유, 아이러니, 아동 언어이해, 상위언어능력, 이해 과정, 이해 요
인, 추론, 개념, 지식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1-B00425)

*“

234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5집
<목 차>

서론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2.1.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과정
2.2.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연구의 수행
3.1 연구 대상
3.2 연구 방법과 절차
4. 연구 결과와 논의
4.1 아동의 은유 이해
4.2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5. 결론
1.
2.

1. 서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유와 아이러니는 모두 비문자적인 표현(nonliteral expression)으로서 문장으로 표
현된 것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표현이다. 사람들은 말
하고자 하는 바를 늘 언어적 표현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
른 대상에 빗대거나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어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외국의 연구를 보면 일상 언어생활에서 은
유나 아이러니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rter(1976)의 빈도
조사 결과를 보면, 5, 6학년 학생들이 즐겨 읽는 책에 비유적 표현은 1000개의 단
어 당 10개 정도로 나타난다. 비유적 표현의 대부분이 은유적 표현임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읽는 글에 은유가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Ortony, Reynolds & Arter(1978)는 은유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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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은유를 다루지 않는 언어 연구는 불완전하다고까지 하였다(정혜승, 2002:
90 재인용). 아이러니 역시 자주 사용된다. Dews & Winner(1999)에 따르면 미국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 아이러니는 평균적으로 매 30분마다 네 번
씩 쓰이며, 현대 미국 문학에서는 네 쪽에 한 번씩 아이러니가 쓰인다고 한다.
은유나 아이러니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들 표
현의 화용론적 기능과 실제 담화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아동이 은유와 아이러니를 얼
마나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이들 표현의 이해와 생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에 대한 실증적 탐구도 미미하다. 특히 아이러니의 경우 문학 교육에서
그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가 수 편 이루어졌을 뿐 아동이 그러한 표현을 어
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은유와 아이러니는 단순한 수사적 장치나 기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은유와 아이러니 모두 언어의 차원을 넘어 개념과 사고의 문제로, 세상을 바
라보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은유와 아이러니가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
개념과 사고 차원의 문제라면 국어과 교육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
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은유와 아이러니는 사고 및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고,
간접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
다. 은유와 아이러니는 기능과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Winner, 1997: 7-10).
은유가 대상을 설명하고, 명료화하고, 초점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데 비
하여, 아이러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명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
다 . 구조 측면에서도 두 표현은 차이를 보인다. 은유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1)

2)

아동의 은유 이해 발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서정수(1982), 서경혜(1984), 정혜승(2002)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2) 물론 은유 역시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은 금과 같은 재화로
은유할 수도 있고 흐르는 물에 은유할 수도 있는데, 각각은 시간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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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현하는 것 사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면, 아이러니는 대조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은유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사한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지만, 아이러니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상반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은유와 아이러니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이들 표
현을 이해하는 과정도 다를 수 있다.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표현한 것 두 대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양자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이러니는 화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Winner(1997: 10)는 은유 이해
가 두 대상을 연결하는 논리를 분석하는 과업(logical-analytic task)이라면, 아이
러니 이해는 청자가 화자의 신념과 태도를 파악해야 하는 사회 분석적 과업
(social-analytic task)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대표적인 간접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와 아이
러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 두 표현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만큼 양자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
련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2.1.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과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유와 아이러니는 모두 간접표현으로 비문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문자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
3)

를 드러낸다. 그러나 은유는 아이러니보다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은유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혜승(200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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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떤 표현이 비문자적임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은유와 아이러니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가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문자적 표
현의 의미가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축자적
으로 해석하거나 무의미한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은유와 아이러니의 적절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문자적 표현과 화자 의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청자는
말해진 것과 화자가 의도한 것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진
술된 것과 의도된 것이 유사성에 기초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상반성에 기
초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두 의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은 화자의 의도 파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셋째, 화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문
자적 표현 이면에 화자 의미가 별개로 존재함을 인식하고, 양자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한다.
이 단계를 통해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가 완결된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에는 위 세 단계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 단
계에서 두 표현이 이해되는 양상은 사뭇 다르다. 은유는 아이러니보다 첫째
번 단계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는데 반하여, 둘째 번과 셋째 번
단계에서는 아이러니보다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은유와 허둥대다 그릇을 깬 아이에게 엄마가 한 말인 ‘참 잘
했구나’라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이 과정을 비교해 보자. ‘인생은 나그네 길’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자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화자가
문자적 표현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인
생’을 ‘나그네 길’로 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3)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에 대한 논의는 Winner(1997), Pexman & Glenwright(2007)을 참고하
여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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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면에 화자의 다른 의미와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
하기 쉬운 것이다. 이에 비해 ‘참 잘 했구나’라는 아이러니는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모순을 유발하거나 불가능한 발언이 아니
기 때문에 또 엄마가 거짓말을 하거나 실언을 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
문에 그것이 문자적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둘째 번과 셋째 번 단계의 처리 과정은 은유가 보다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도 높다. 아이러니는 담화 상황 속에서 문자적 표현과 화자 의도 사이
의 관계가 대조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은유의 경우는 유사성을 찾기
가 쉽지 않다. 둘째 번 단계에서 문자적 표현과 화자 의도 사이의 대조적 관계
를 파악하면 ‘참 잘 했구나’는 아이러니가 칭찬이 아닌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교적 쉽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유는 문자적 표현과 화자
의도 사이의 유사성의 관계가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
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화자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셋째 번 단계에서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 ‘인생’과 ‘나그네 길’이 갖는 수많은 속성
을 고려해야 하고, 양자가 공유하는 속성의 목록 속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
서 궁극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추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4)

2.2.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이들 표현을
이해하는 데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은 상위언어능력(metalinguistic
ability)이다. 상위언어능력은 ‘언어 및 그 사용에 대해 인식하고, 설명하고, 반
4)

이 때 두 대상이란 ‘A는 B이다’와 같은 은유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A와 B를 지시한다. A는
원관념’, ‘tenor’, ‘primary subject’(Black, 1979), ‘target domain’(Lakoff & Johnson, 1980)으로, B는
보조관념’, ‘vehicle’, ‘secondary subject’(Black, 1979), ‘source domain’(Lakoff & Johnson, 1980)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란 용어를 사
용하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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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사고 능력을 뜻
하는 상위언어능력이 없으면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의 첫 과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기 어렵다.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 그래
서 그 표현 이면에 화자가 의도한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그 용법에 대한 사고가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에서 상위언어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상위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이들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다. 학자
마다 차이가 있어 상위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음운인식, 어휘인식, 통사인식, 화용적 인식 등-마
다 발달 시기가 달라 상위언어능력이 일률적으로 언제 발달한다고 말할 수 없
다. 다만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위언어능력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현
가능하며, 학령기 이후 문자를 학습하면서 보다 급격하게 발달한다고 한다 . 일
반적으로 선행 연구(Winner, 1997)에 따르면 은유는 8-9세 이후, 아이러니는 6세
이후 이해가 가능한데, 이는 상위언어능력의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다 .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에서 상위언어능력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파악 능력 또한 필요하다. 은유
와 아이러니 모두 특정한 담화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소통되는데, 그 맥락 속
에서 이들 표현을 적절하게 해석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접표현은
직접표현보다 맥락 의존적이다. 특히 은유의 경우 은유와 은유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없다. 단지 맥락이 은유성을 결정할 따름이다. 예컨
5)

6)

7)

언어학에서는 ‘언어에 대한 언어’의 의미로 ‘상위언어’란 용어를, 심리학과 심리언어학에서는
‘언어에 대한 사고’의 의미로 ‘상위언어능력’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연구는 심리학과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상위언어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 상위언어능력을
상위인지의 하위 분야로 본 Gombert (1992)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6) 상위언어능력과 읽기, 쓰기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Tunmer et al(1988), Camps &
Milian(2000)을 참고할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아동은 아이러니를 6세부터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화자의 의도와 청자(대상)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은 11세 이후라고 할 수 있다(정혜승,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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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미는 힘이 없다.’는 표현은 작은 개미가 힘겹게 기어가는 것을 보고 발
화된 상황 속에서라면 직접적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
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은유가 된다. 동일한 표현이 직접적 표현인지 은
유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그것이 생산되고 소통되는 맥락인 것이다. 소
통 맥락이 중요한 만큼 은유와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파
악하는 능력이 긴요하다 하겠다.
상위언어능력과 문맥 파악 능력이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에 공통적으로 작
용하는 요인이라면, 은유와 아이러니 각각에 더 중대하게 작용하는 요인들도
있다. 은유 이해에는 세상사적 지식과 개념 도식이, 아이러니 이해에는 화자
정보와 사회적 상황 파악 능력, 추론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먼저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표현에 사용된 단어와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은유 이해의 둘째 번과 셋째 번 단계에서
두 대상의 속성 비교, 공통성 추출이라는 과업을 처리해야 하는 바, 이 과정에
서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통적인 언어문화의 소산인 속담의 경우
주요 생성 기제가 은유인데, 이 속담을 관용어로 암기하지 않고 그 표현만으
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표현에 사용된 단어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변덕이 죽 끓듯 하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과
죽이 끓는 모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등잔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표현이
생성되었는지, ‘변덕’과 ‘죽 끓기’, ‘등잔 밑’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 모르
기’ 사이의 은유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속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
용되는 은유나 시적 은유에서도 지식의 중요성은 동일하다. 갈대나 호수를 알
지 못한다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나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은 표현을 이해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적 도식(schema)도 은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은유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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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념의 문제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개념 체계를 반영한다 .
‘인생은 나그네 길’을 이해하는 데에는 ‘나그네’와 ‘나그네가 가는 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인생’에 대한 개념 체계나 도식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인
생을 ‘길’, ‘흐르는 물’, ‘식물’ 등으로 바라보는 개념 체계나 인지적 도식을 가
지고 있다 . 어떤 인지적 도식이나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은유가
잘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인생’에 대하여 ‘길’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나그네 길’은 특별히 해석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없는
특이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개념 체계나 인지적 도식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형성되는 것이라 개인 고유의 특이성과 함께 문화공동
체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동질성도 있다. 어려운 어휘가 사용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은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나라 사람
들이 공유하는 개념 체계와 인지적 도식을 갖지 못해서이다. 개념 체계와 인
지적 도식이 문화공동체 안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
는 것이라면 아직 그것을 학습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 은유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유 이해에서 지식과 개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아이러니 이해에
는 화자 정보와 사회적 상황 파악 능력과 추론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화자
정보는 청자가 아이러니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요 참조점이 된다. 청자는 화
자의 성, 직업, 성격, 평소의 화법, 자신과의 관계에 비추어 아이러니를 해석한
8)

9)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바탕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가 본성적으로 은
유적이라고 보는 Lakoff & Johnson(1980)에 잘 나타나 있다.
9) 대상에 대한 개념 체계나 인지적 도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일상 언어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길’ 도식은 ‘가지 않은 길’, ‘흐르는 물’ 도식은 ‘덧없이 흘러가는 삶’, ‘식물’ 도식은 ‘내 삶이
꽃피던 때’와 같은 표현에 반영되는데, 이들 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기저에 내재한 ‘인
생’ 도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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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한 표현을 두고 그것이 아이러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혹은 화
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이들 화자 정보를 활용한다. Gibbs(2000)에 따르면 사
람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아이러니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믿으며,
Katz & Pexman(1997)에 의하면 목사, 교사, 의사보다는 코미디언, 정치가, 공장
노동자가 아이러니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믿는다(Katz, 2005: 190-191 재인용).
이들 논의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동일 표현에 대해 남자, 코미디언, 정치가가
말할 때 아이러니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평소 화자의 성격이나
화법이 직설적이라고 생각하면 청자는 어떤 표현을 아이러니로 해석하기보다
는 직접적 표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청자는 화자와의 관계를 아이러니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개입시킨다. 만약 청자가 화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이러니적 칭찬을 들었을 때,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혹은 화자가 비판의 의도로 아이러니적
비평을 말했을 때 청자가 받아들이는 비판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화자에 대한 청자의 지식과 신념이 아이러니 이해와 해석에 관여한다.
또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 상황을 파악하고, 화자의 심리나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아이러니 이해 과정의 둘째 번 단계
에서 화자의 표현과 의도 혹은 믿음이 상반됨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셋
째 번 단계에서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아이러니를 거짓말과 구분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아이러니와 거짓말은 모두 표현과 화자 의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양자가 상반 관계에 있다. 아이러니와 거짓말을 구분하는
기준은 화자의 의도이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청자가 믿기를 원할 경우 거
짓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러니가 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지
10)

10)

아이러니적 비평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평하고자 하
는 의도를 갖는 반면, 아이러니적 칭찬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
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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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학생이 꾸중을 받을까 두려워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시험을 잘 봤어
요.’라고 말하는 것과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 엄
청 잘 봤지요.’라고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의도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고, 후자는 시험을 못 본 자신의 속
상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뿐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 이해의 셋째 번 단계에서 어
려움을 겪는 아동은 거짓말과 아이러니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단계에서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가 발화된 상황
을 고려하여 화자의 마음을 적절하게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화자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화청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맥락, 여러 가지 언어
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단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
는 것은 사회적 상황 파악 능력과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

3. 연구의 수행
3.1.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
1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다시 각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별로 두 학급씩 모두 1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사회경제적
으로나 학업성취 측면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평범한 학교로 임의 표집하였
고, 각 학교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다 . 초등학교 1-6학
11)

12)

11)
12)

학교에 자료를 투입하여 조사한 기간은 2006년 12월 1일에서 28일까지이다.
연구에 협조해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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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생 803명이 대상자가 되었다. 다음 <표 1>과 <표 2>는 조사 대상 학
생의 분포를 나타낸다.
학년
1
2
3
4
5
6

합계
성별
남
녀
합계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

학생 수 (단위: 명)
124
131
134
137
133
144
803

비율 (단위: %)
15.4
16.3
16.7
17.1
16.6
17.9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

학생 수 (단위: 명)
414
389
803

비율 (단위: %)
51.6
48.4
100.0

누적비율 (단위: %)
15.4
31.8
48.4
65.5
82.1
100.0

누적비율 (단위: %)
51.6
100.0

3.2. 연구 방법과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령, 성에 따라 은유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은유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아동의 은유 해석 오류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넷째, 연령, 성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아이러니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라 아이러
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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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러니 유형이 있는가?
일곱째,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1-6학년 학생 80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
고, 각 학년의 두 학급을 구어반과 문어반으로 분류하였다. 구어반 학생에 397
명, 문어반 학생에 406명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구어반과 문어반으로
구분한 것은 아이러니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라 이해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구어반 학생들에게는 어조 등의 단
서를 제공하는 음성 자료를 녹음하여 들려주고, 문어반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내용을 글로 제시하였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형식의 도구를 개발하
였다. 은유와 아이러니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으
로 제한하였으며, 독해력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해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만 문맥을 제공하여 비교적 간단한 문장 수준의 도구를 구성
하였다 .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개발한 다음, 문학교육과 국어교육 전공자 각
1인에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았다. 검토 후 수정된 문항을 인천의 ○○초등학
교 1학년 학생 30명에게 사전 테스트하여 발문의 모호함과 어휘 난이도 측면에
서 수정하였다. 재수정된 문항을 다시 동일한 초등학교 1학년의 다른 학급 학
생 32명에게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절성을 검토,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은유는 심리적 은유로 제한하였다. 은유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
게 분류 가능하지만 개념적 특성에 따라 크게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로
분류할 수 있다. 지각적 은유가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지각적인 유사성으로
14)

일반적으로 ‘구어’와 ‘문어’는 언어 스타일과 관련되는 개념이나, 이 연구에서는 각기 음성언
어, 문자언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구어적 아이러니’는 ‘음성언어로 표현되는 아
이러니’를, ‘문어적 아이러니’는 ‘문자언어로 표현되는 아이러니’를 뜻한다.
14) 아동들이 많이 읽는 동화, 동시, 어린이 신문에 사용된 은유와 아이러니의 수준과 성격, 구조
를 분석하여 도구 개발에 참조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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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것이라면, 심리적 은유는 그 관계가 감정, 정신 상태, 성격적인 특성
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Nipold et al., 1984: 203).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모
두 ‘지각’이 가능하므로 유사성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지각적 은유가 심리
적 은유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학령 전 아동도 지각적 은유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이해할 수 있다 . 심리적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파
악하고, 추상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학령
전 아동보다 성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만큼 문맥 파악력과 어
느 정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심리적 은유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은유 도구는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황이 제시된 문장을 주고, 뜻을 적
으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의 반장은 걸어다니
는 사전이다.’는 은유문을 주고, 그 문장이 뜻하는 바를 직접 적게 하였다 .
아이러니 도구는 <표 3>과 같이 간단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화자가 그
렇게 말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15)

16)

<표 3> 아이러니 평가 문항 예시
전학 가는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영희가 하는 말,
“너 안 봐도 되니까 신이 난다.”
→

학생들은 위 대화 상황에서 영희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
각하여 직접 쓰도록 지시받았다. 은유와 아이러니의 의미를 직접 쓰도록 한
은 세 아동은 한 가지 지각적 특성에 기초하여 은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는 세 아동이 물질적, 지각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은유를 이해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김명미
재인용).
은유 문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정도와 아동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일상
적 표현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어휘라고 판단될 경우 보조관념에 한 단어 이상의
표현(구, 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5) Siltanen(1990) 5
, Winner et al.(1980) 6
(
, 2002: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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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동이 이들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해석 과정에서 어떤 어려
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은유와 아이러니 모두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별도의 처치가 없었으며, 이는 전 연구 대상자에
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하여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은유의 경우 학생 답
안을 보편적 해석, 부분적 해석, 오류, 무관한 반응으로 범주화하였다. 보편적
해석은 문맥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이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석을 의미하고, 부분적 해석은 은유의 전체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
하지는 못했으나, 그것이 비문자적 표현임을 인식한 해석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앞서 든 ‘우리 반의 반장은 걸어다니는 사전이다.’는 은유에 대한 보편적
해석은 ‘우리 반 반장은 아는 게 많다.’와 같은 경우가, 부분적 해석은 ‘반장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오류에는 문자 표현 그대로 해
석한 축자적 해석과 문맥과 관련이 적으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해석을 한 경우가 포함된다. 무관한 반응은 문항과 전혀 관련성을 찾을 수 없
는 답안을 뜻한다. 보편적 해석은 1점, 부분적 해석은 0.5점을 부여하였으며,
그밖에는 0점 처리하였다.
아이러니의 경우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답안의
범주를 두 가지로 정하였다. 아이러니임을 인식하고 문자적 표현과 상반된 의
미를 적은 경우와 아이러니를 말한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적은 경우가 그것이
다. 예를 들어 위 예시 문항에서 전자의 경우는 ‘신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신이 난다’와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응답이, 후자의 경우는 ‘섭섭하다’, ‘아쉽
다’와 같이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인식한 응답이 해당된다. 아이러니를 이해
했다고 인정되는 범주에 든 경우 1점을, 그 밖의 답안은 0점 처리를 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4명의 국어 교사가 채점을 실시하였다. 본
17)

보편적 해석’은 은유 해석에 완벽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의해 정답, 완벽한
해석이라는 명칭 대신에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사용한 명칭이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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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채점 이전에 공동 채점을 통하여 채점 기준을 맞춰 채점자 간의 차이
를 최소화하였다. 채점은 동일 답안을 2인이 1조가 되어 채점과 확인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채점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Excel) 프로그램
으로 입력하고, SPSS 12.0 버전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
18)

4. 연구 결과와 논의
4.1. 아동의 은유 이해

먼저 연령에 따라 은유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별 은
유 점수를 분석하였다.
학년
1
2
3
4
5
6

합계

<표 4> 학년별 은유 점수 평균과 차이 검정
명

N( )
124
131
134
137
133
144
803

M
4.5081
5.4885
6.4627
6.3832
7.7519
7.6806
6.4203

SD
2.7615
2.6058
1.8349
2.5374
1.7360
1.8517
2.5129

F

40.800***

***p<.001

표 4>는 학년에 따라 은유 점수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 전체 은유 이해 평균은 6.4이고 표준편차는 2.5이다. 1학년 평균은 10점
만점에 4.5이고 6학년 평균은 7.7로 4학년과 6학년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은유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
<

18)

통계 작업을 도와준 고려대학교 전하람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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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것으로, 학년과 은유 점수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10점 만점으로 할 때 1학년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해 정도를 보였으
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 정도가 향상되었다. 4학년과 6학년에서 연령에 따
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 집단의 특성이 영향을 미
친 것일 수도 있고, 6학년의 경우 학년말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의 느슨해진 학
업 태도가 다소 불성실한 문항 반응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비교
적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아직 심리적 은유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지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 능력이 발달하여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심리적 은유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12세 이상의 아동이
지각적이고 개념적인 은유를 모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Siltanen(1990)의
연구 결과(김명미, 2002: 39 재인용)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성별에 따라 은유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학생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
남
여

<표 5> 성별 은유 점수 평균과 차이 검정
명

N( )
414
389

M
6.2343
6.6183

SD
2.4886
2.5267

t
2.169*
*p<.05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은유 이해 정도에 차
이가 있었다. 1-6학년 남학생 전체 평균이 6.2이고, 여학생 평균이 6.6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은유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은유 이해 정도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그림 1>에 학년과 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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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은유 이해 점수를 정리하였다.
<표 6> 학년과 성에 따른 은유 이해 점수
학년
1
2
3
4
5
6

평균

4.5946
5.3839
6.2174
6.0000
7.4338
7.5185

남

빈도
74
56
69
66
68
81

평균

4.3800
5.5667
6.7231
6.7394
8.0846
7.8889

녀

빈도
50
75
65
71
65
63

평균

4.5081
5.4885
6.4627
6.3832
7.7519
7.6806

합계

빈도
124
131
134
137
133
144

<그림 1> 학년과 성에 따른 은유 이해

위 표와 그림에 따르면 여학생의 은유 이해는 1학년에서는 남학생보다 다
소 낮지만 2학년부터는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은유 이
해가 남학생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
유를 이해하는 시기는 2-3학년 정도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지만, 이후 여
학생의 은유 이해가 빠르게 발달하여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은유를 더 잘 이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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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이해하기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은유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로 1점에서 0.5점의 점수를 받은 보편적 해석
과 부분적 해석을 한 학생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7> 문항별 보편적 해석과 부분적 해석 비율(%)
보편적해석
불완전해석
합계

번

1
56.4
23.7
80.1

번

2
60.9
10.6
71.5

번

3
76.7
6.6
83.3

번

4
60.5
13.2
73.7

번

5
28.5
27.4
55.9

번

6
16.1
36.2
52.3

번

7
71.5
7.7
79.2

번

8
75.0
7.2
82.2

번

9
44.2
11.1
55.3

번

10
78.3
4.1
82.4

보편적 해석과 부분적 해석을 한 학생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70%에서 80%
사이에 있으나, 1, 3, 8, 10번 문항은 비교적 높게, 5, 6, 9번 문항은 현저하게 낮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해석과 불완전한 해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유
를 이해한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은유를 이해한 학생
수가 작다는 것을 뜻하는 바, 그 비율의 정도가 문항 이해의 어려움의 정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항 간 이해도에 차이가 있어, 1, 3, 8, 10번 문항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5, 6, 9번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은유는 모두 심리적 은유에 해당되어 개념적으
로 특별히 이해도에서 차이가 초래될 이유가 없으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어휘 수준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 어휘 변인이 작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문항 간 이해도 차이는 각 문항이 요구하는 이해 변인이 상이
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해 변인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은유의 언어적 구조에 의한 차이이다. 도구에서 은유의 문장
구조를 통제하지 않아 보조관념이 한 단어인 경우(3, 7, 10번)도 있고, 그에 수
식어가 붙거나(1, 2, 4번), 구나 절이 사용된 경우(5, 6, 8, 9번)도 있기 때문이
다 . 그러나 문장 구조가 복잡한 8번 문항은 이해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
19)

19)

각주 15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동의 일상적 은유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은유의 구조를 엄밀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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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장 구조는 단순하지만 ‘A는 B이다’의 전통적인 은유 구조를 띠지 않은
3번 문항의 이해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은유의 언어적 구조가 이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가능성은 은유 이해에 필요한 지식 정도가 상이할 가능성이다. 비록 어
휘의 난이도를 제한하였다고 하지만,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
한 상황과 대상 지식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이해율이 높은 1, 3, 8, 10번 문항의 은유는 두 대상이 모두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과 소재-예를 들어, 숙제, 선생님 등-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
면, 5, 6, 9번 문항의 은유는 집안 살림, 도서관의 장점과 같이 어린 학생들이 쉽
게 두 대상의 유사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과 소재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은유의 두 대상에 대한 아동의 친숙도, 지식 정도가 은유 이
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해율이 가장 낮은 6
번 문항 ‘우리나라 축구팀의 우승에 파란불이 켜졌다.’와 이해율이 가장 높은 문
항 중 하나인 8번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이 많을 때 선생님의 머리에서 김이
난다.’ 은유는 문장 구조나 어휘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두 은유의 차
이는 의미 파악에 필요한 상황 단서가 얼마나 많이 제시되었는가, 그 상황이 아
동에게 얼마나 친숙한 것인가, 은유의 두 대상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의
정도가 어떠한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해석은 Vonsiadou
et al.(1984)가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은유의 대상이 그들
이 잘 아는 상황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은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논의한
것(김명미, 2002: 16 재인용)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앞서 은유를 이해하는
데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
과 지식은 은유 이해에 필요한 맥락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동일한 범주
에 있는 은유라 할지라도, 또 어휘 난이도가 유사할지라도 아동의 은유 이해는
상황과 지식 친숙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질상 은유를 완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은유는 독자의 주체적인 해
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은유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듯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해석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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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용인이 어려운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아동의 은유 이해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은유를 잘
못 해석하는 경우, 즉 오류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오류
대상 범위를 결정하였는데, 학생들의 답안 중 보편적 해석, 부분적 해석, 무응
답, 문항과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답을 제외한 나머지 답을 오류에 포함
하였다. 오류로 분류된 답안을 분석하여 축자적 해석, 연상적 해석, 원인적 해
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선행 연구들(Winner et al., 1976; 정혜승, 2002)에서
는 환유적 해석과 마술적 해석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학생 응답에는 이들 유형에 포함될 만한 해석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표 8>은 학생들의 은유 해석 오류 유형 분포를 학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

<표 8> 학년별 은유 해석 오류 유형 분포

오류 유형
학년 연상적해석 축자적해석
원인적해석
1
2
3
4
5
6

합계

84
(47.4)
86
(59.3)
111
(66.5)
82
(72.0)
71
(78.1)
69
(67.7)
503
(63.2)

49
(27.7)
38
(26.2)
42
(25.2)
19
(16.7)
17
(18.7)
23
(22.6)
188
(23.6)

44
(24.9)
21
(14.5)
14
(8.4)
13
(11.4)
3
(3.3)
10
(9.8)
105
(13.2)

합계

전체 응답 수(개)/
오류 비율(%)

177
(100.0)
145
(100.0)
167
(100.0)
114
(100.0)
91
(100.0)
102
(100.0)
796
(100.0)

1240
(14.3)
1310
(11.1)
1340
(12.5)
1370
(8.3)
1330
(6.8)
1440
(7.1)
8030
(9.9)

오류에 포함되는 학생 답안은 총 796개로 전체 응답 8030개의 9.9%에 해당
20)

아동의 은유 해석 오류 분류는

을 참조한 것이다.

Winner et al.(1976),

정혜승(2002)에서 정리한 은유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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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6학년을 제외하고 학년의 증가에 따라 오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오
류 답안에는 연상적 해석이 63.2%로 가장 많았고, 축자적 해석이 23.6%로 그
다음을 이었다. 연상적 해석은 두 대상 간의 유사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은유
에 사용된 표현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은유의 의미로 해석한 답안을 뜻한다.
예컨대 ‘우리 반 반장은 걸어다니는 사전이다.’에 대해 ‘움직이는 설명서다’,
‘네모다’, ‘단어이다’와 같은 해석이 연상적 해석 범주에 포함된다. ‘움직이는
설명서다’, ‘네모다’, ‘단어이다’는 사전의 기능이나 형태를 연상해서 적은 답
이다. 연상적 해석은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은유 의미로 인식하는 아동의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
축자적 해석은 은유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뜻한다. 앞의
은유에 대해 ‘반장은 걸어다니면서 단어를 외운다’, ‘낱말의 뜻을 설명해 놓은
책'과 같은 반응은 문자적 의미 이면에 화자의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아동 은유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
원인적 해석은 은유를 현실의 사태로 인식하고 인과 관계로 그것을 이해하
려는 반응을 뜻한다. ‘반장이 사전을 들고 다녀서’, ‘반장이 사전을 좋아해서’
와 같이 반장과 사전, 두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여 은유를 해석
한다. 원인적 해석 역시 은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아동의 수준을 드러내지
만, 축자적 해석과 달리 두 대상 사이에 관계를 지어 그 표현을 이해하려는 아
동의 인지적 노력을 보여준다. ‘반장’을 ‘사전’으로 표현한 이면의 의미에 대해
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동 나름으로 그것을 하나의 현실적 사태를 이해하
고 해석해내려는 의미 구성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연상적 해석, 축자적 해석, 원인적 해석 모두 은유 이해의 첫째 번 단계, 즉
어떤 표현이 비문자적임, 그래서 화자가 의도한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차리
는 단계에서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오류를 보이는 답
안 비율이 9.9%로 전체 학생의 약 10% 가량이 문자적 표현으로 은유를 이해
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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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할수록 은유 이해의 첫째 번 단계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됨을 의미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먼저 연령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
별 아이러니 점수를 분석하였다.
학년

<표 9> 학년별 아이러니 점수 평균과 차이 검정
명

N( )

M

SD

1

124

5.1935

2.8015

2

131

5.7023

2.7194

3

134

6.6716

2.3227

4

137

6.9781

2.5509

5

133

7.7744

1.8733

6

144

7.0208

2.3488

803

6.5828

2.5855

합계

F

19.330***

***p<.001

표 9>는 학년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 점수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보여주
고 있다. 대상자 전체 아이러니 이해 평균은 6.6이고 표준편차는 2.6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1학년 평균은 10점 만점에 5.2이고, 가장 점수가 높은 5학년 평균
은 7.8점이다. 6학년을 제외하고 .001 수준에서 학년별 아이러니 이해 점수 차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유 결과와 마찬가지로 6학년 학생들의 점수
가 일반적인 발달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졸업을 앞둔
학기말이어서 학생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
다. 아동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정도가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사
이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유 결과와도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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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 문제인 성별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남녀 학생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
남
여

<표 10> 성별 아이러니 점수 평균과 차이 검정
명

N( )

M

SD

414

6.3478

2.6075

389

6.8329

2.5415

t
2.667**
**p<.01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
에 차이가 있었다. 1-6학년 남학생 전체 평균이 6.3이고, 여학생 평균이 6.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이러니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이해 정도가 높게 나온 것을 남녀의 일
반적인 능력 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이나 사회
적 관계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 발달에서 성 차이는 어휘나 문법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만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언어 사용 영역이다(이현진 외 역, 2001: 354). 남자
아이들이 주장을 펴고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두는 반면,
여자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남자
아이들이 연설을 늘어놓고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면이 강한데 비하여, 여자
아이들은 좀 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를 구하려 하며, 좀 더 주
의 깊게 듣는 경향이 있다(이승복․이희란, 2005: 494) . 보다 간접적인 방식
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 상대자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 관계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 아이러니를 더 잘 이
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21)

21)

문화권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는 생득
적이기보다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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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별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정도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11>과 <그림 2>에 학년과 성에 따른 아이러
니 이해 점수를 정리하였다.
<표 11> 학년과 성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점수
학년
1
2
3
4
5
6

평균

4.9189
5.5714
6.3768
6.6970
7.6765
6.7654

남

빈도
74
56
69
66
68
81

평균

5.6000
5.8000
6.9846
7.2394
7.8769
7.3492

녀

빈도
50
75
65
71
65
63

평균

5.1935
5.7023
6.6716
6.9781
7.7744
7.0208

합계

빈도
124
131
134
137
133
144

<그림 2> 학년과 성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위 표와 그림에 따르면 여학생의 아이러니 이해는 1학년부터 일관성 있게
남학생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 3학
년에서 4학년 사이에는 아이러니 이해 정도에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2학년에
서 3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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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마도 3학년과 5학년이 초등학생의
간접표현 이해 발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라 하겠다.
아이러니가 언어적 형태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어
적 아이러니 문항과 문어적 아이러니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아이러니 형태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문제전달방식
문어
구어

명

N( )
397
406

M
6.6330
6.5315

SD
2.5368
2.6366

t
-0.556

검정 결과 문어적 아이러니 점수가 구어적 아이러니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경향성
이라는 측면에서 문어적 아이러니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있
지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인
식할 때 그것이 구어적이든 문어적이든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구어적 아이러니가 준언어적, 비언
어적 단서-어조나 표정 등-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는 예상
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문어적 아이러니 이해 정도가 높게 나
온 것은 의외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구어적 아이러니는 녹음된 자료를 한
번 듣고 답을 써야 하지만, 문어적 아이러니는 여러 번 읽고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언어적 형태에 따른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
만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다음 <표 13>과 <그림 3>은 문항별 아이러
니 정답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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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표 13> 문항별 아이러니 정답자와 비율
정답(명, %)
505명(62.9%)
431명(53.7%)
218명(27.1%)
533명(66.4%)
653명(81.3%)

문항
6번
7번
8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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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명, %)
484명(60.3%)
627명(78.1%)
686명(85.4%)
592명(73.7%)
557명(69.4%)

<그림 3> 문항별 아이러니 정답률

위 표와 그림에 따르면 문항에 따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문항 정답률이 27.1%에 불과한데 비해 8번 문항은
85.4%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문항에 따른 정답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1-4번, 6번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낮
다. 이는 문항 간 난이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문항의 성격을 살펴보니 1, 3, 4번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성격
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전자는 아이러니적 칭찬으로, 후자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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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적 비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이러니는 그것을 발화하는 화자의 의
도에 따라 아이러니적 비평과 아이러니적 칭찬으로 분류된다. 아이러니적 비
평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평의 의도를
갖는 반면, 아이러니적 칭찬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아동은 아이러니적 비평을 칭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
인다. 연구 설계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단순 평균만 놓고 아이러니 성격에 따른 이해 정도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아이러니적 비평이 칭찬보다 쉽
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
으로 아동들은 아이러니적 비평보다 아이러니적 칭찬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을 겪는다는 Pexman & Glenwright(2007: 18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문자적 표현과 화자 의미가 상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적 비평과
칭찬의 이해 과정은 다르지 않겠으나, 아동들이 아이러니적 비평을 칭찬보다
더 잘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학습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아동들은 아이러니적 비평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친
숙하지 않은 아이러니적 칭찬을 처리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높다. 아동이 어떤 언어 환경이나 자원에 노출되느냐가 그들의 언어 이해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두 표현은 대표적인 간접표현으로서 이해 과정과 이해 요인 면
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표현의 이해 사이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를 다음 <표 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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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은유와 아이러니 상관관계 분석
은유
아이러니

은유

아이러니

1.000

.522**

.522**

1.000
**p<.01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은유와 아이러니 간 상관계수는 .52이며, .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2의 상관계수는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
이에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정도의 관련성이 있음을 뜻한다 . 이해 과정
및 이해에 관여하는 요인 측면에서 상이한 점은 있지만, 은유와 아이러니 모
두 간접표현으로 맥락 속에서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해내는 능
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은유 이해 능력과 아이러니 이해 능력 사이에는 상관
이 있다고 하겠다 .
<

22)

23)

5.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
이 있다. 조사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특
히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이해 능력이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3학년과 5학년이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발달에서
의미 있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의 이해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상관계수가 .40-.60 범위에 있는 경우 언어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표
현을 사용한다(성태제, 2000: 140).
23) 그러나 상관분석을 통해 추정된 상관계수가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는 제약
이 있다(백순근, 2004: 257)는 점에서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의 .52라는 상관계수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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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능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일반적인 언어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
히 아이러니의 경우 언어 사용 방식과 사회적 관계의 민감도가 여학생의 이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어휘 난이도가 유사한 동일 범주의 심리적 은유 간에도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 즉, 유사한 조건의 은유일지라도 또는 은유의 문장 구조가 다소
더 복잡한 경우에도 초등학생은 친숙한 상황과 소재가 사용된 은유를 보다 쉽
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이 은유를 이해하는 데 상황과 대상에 대한 지
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초등학생의 은유 해석 오류는 연상적 해석, 축자적 해석, 원인적 해석
으로 분류된다. 선행 연구와 달리 환유적 해석과 마술적 해석은 발견되지 않
았다. 연구 대상 초등학생 전체 응답의 약 10% 정도가 오류인데, 이와 같은 오
류는 문자적으로 은유를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은유 이해의
첫째 번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이 적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
다. 12세 이상의 아동이 지각적이고 개념적인 은유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한 Siltanen(1990)의 논의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은유 이해는 초등학교 5학
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아이러니의 이해는 언어적 형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 아이러니는 언어적 형태에 따라 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로 분
류되는데, 예측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문어적 아이러니 이
해 정도가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보다는
화자의 의도에 따른 아이러니 종류에 의해 초등학생의 이해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났다. 초등학생은 아이러니적 비평보다는 칭찬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어휘 수준과 동일한 언어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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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적 비평을 더 잘 이해하는 이유는 학습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상
생활에서 아이러니적 비평이 더 자주 사용되어 아동이 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초등학생의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에는 상관계수 .52의 관계가
있다. .52는 높지는 않지만 두 대상 사이에 적지 않은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
는 수치이다. 따라서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에는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상관은 은유와 아이러니가 이해 과정과 이해 요인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상위언어능력과 문맥 파악 능력 등은
은유와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인인 바, 이들 공통
적인 요인들이 두 표현의 이해 사이의 관련성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간접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은유와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고,
이해 과정 및 이해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아이러니 이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수행된 바 없어 연구의 단
초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과정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정교하게 밝혀내지 못하
고,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연구 대상 수가 적
고 설계가 정치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잠정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 조사 투입 시기를 학년말로 하여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
의 반응을 신뢰도 있게 얻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평가 상황과 도구적 특
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문어적 아이러니와 구어적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정확
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 은유와 아이러니의 의미를 아동들에게 글로 직접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들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이외에 표현 능
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결과만 언급하였을 뿐,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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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은유와 아이러니 이해에 작용하는 구인을 찾아내고, 각각이 상호작용하
는 양상을 밝혀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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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metaphor and irony
Chung, Hye-seung(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know the understanding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metaphor and irony. For 803 1st to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s, a comprehension tool for
metaphor and irony was used to evaluate their understanding. Metaphor and irony are
common as the indirective expression, which requires 3steps of understanding
procedures. At these procedures, they have a common point from the aspects in the
applications of metalinguistic and context grasping abilities. However they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that know ledge and concept are more importantly applied on metaphor,
but circumstance and inferring abilities of speakers are more importantly applied on
irony. Under the limited range, a temporary study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in
below. The understanding for metaphor and irony increased with the age, and the
understanding levels could be divided into low, mid and high elementary school grades.
The understanding level of fe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students.
The fallacy of metaphor interpret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ld be
patterned as the associative interpretation, literal interpretation, and casual
interpretation. They are in common from the fact that metaphor is initiated from the
level of literal interpretation, which indicates quite many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 difficulties at the first step of understanding Metaph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ually tend to understand more frequently contacted ironic criticisms and
metaphors that used with familiar circumstances and materials. Such tendency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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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to show the pattern that knowledge has effects on the understanding of
metaphor, while the learning of language usage pattern has effects on the understanding
of irony. In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metaphor and irony, it was found to have
a correlation of 0.52. The result is considered to be attributed from the similar
understanding procedures of metaphors and ironies, which could be came across with
similarly acting variables at the procedures.

【Key words】indirective expression, metaphor, irony, children's language understanding,
metalinguistic ability, process of understanding, factor of understanding,
inference, concep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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