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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4, 557-571. Conceptual metaphor theory 

assumes that metaphors are deeply related to our though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how how metaphors frame and reflect the way we think about the 

healthcare system in the U.S. For conservatives, health insurance is considered as 

a product and citizens are regarded as consumers in the medical market. 

However, Obama introduced a new source domain, public service, to understand 

the target domain, the health insurance in ACA (Obamaca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health insurance metaphors reflecting the two different frames, a product 

or a public service. Conceptual metaphors are collected to show the different 

perspectiv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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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란 어떠한 대상을 다른 대상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은유 “줄리엣은 태양이다”는 줄리엣이 따뜻하고, 빛나며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양을 구체

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줄리엣이라는 

대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은유의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은유에 대한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에서 시작하여 과거에는 주로 문학작품의 

은유적 표현들에 주목하였으며 일탈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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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을 보인 학자들은 Black(1981), Reddy(1979), Ortony(1975), Searle(1979) 등과 인지언어학자

들의 은유 연구는 Lakoff and Johnson(1980), Langacker(1987, 1999), Gibbs(1994), Kӧvecses(2002) 등이 있다. 은유는 언

어사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념의 형성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개념적 

은유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주장한 Lakoff and Johnson(1980) 이후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의 일상 대화, 

정치적 캠페인, 학습 등 광범위한 기능과 영향에 주목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확립하여왔다. 은유는 

대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나 프레임(frame)1)을 설정하고 그 관점과 프레임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로 어

떤 은유적 표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은유가 전제하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은유가 우리의 사고 그리고 나아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Lakoff and Johnson(1980)의 주장 이후 

Lakoff(1991, 1996, 2004, 2008, 2016), D. Westin(2007), G. Lakoff and E. Wehling(2012, 2016) 등은 미국의 보수와 진

보간의 정치적 철학과 관련한 은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Lakoff(2008)에 따르면, 정치적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프레임을 만

들고 강화시키며 그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사(narrative), 은유, 어구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

면, 그러한 표현의 이해에 관여하는 우리의 특정한 신경 경로가 계속 활성화되어 결국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강력한 프

레임으로 작용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가는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는다는 것이다.2) D. Westen(2007)은 일반적

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선호되는 생각에는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고 비선호되는 생각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경향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자기기만적인 합리화를 하

며 편파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프레임이 작동되는 것은 활성화(activation)이며 기존의 프레임에 맞

지 않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억제(inhibition)라고 정의하며, 은유나 연상작용으로 활성화되는 프레임은 우리의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이러한 인지적 경향이 정치적인 담화에서 쉽게 작동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은유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Lakoff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의 건강보험정책에 

사용된 개념적 은유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하여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인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케어3)가 2014년에 통과되어 건강보험정책이 본격적으로 개편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대통

령 집권 이후 다시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개념적 은유이론에 기반하여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철학은 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목표영역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동원된 근원영역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된 은유적 표현 자료들을 비교 ․ 연구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개념적 은유이론의 핵심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3장에서는 3.1보수주의의 건강보험관련 은유와 3.2진보주

의의 건강보험관련 은유 표현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건강보험 인식이 서

로 다른 정치적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다름이 개념적 은유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 프레임 의미론은 Fillmore(1976)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어와 경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체험주의적 의미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이

란 개념들의 체계로서 한 개념의 의미는 전체 체계 속에서 이해된다. 프레임 의미론은 단어는 경험의 범주를 나타내며 어떤 화행집단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내지는 그 단어나 나타내는 범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러한 현상을 Langacker(1987:59)은 고착화(entrenchment)로 설명하고 있다. 고착화는 빈도와 표상의 강렬함 또는 적절성의 영향을 받

는다.

3)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일명 오바마케어(Obama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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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념적 은유 이론

개념적 은유이론은 은유는 대상의 개념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대상의 개념화는 우리의 인지 즉, 사고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갖는다. 은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인지과정이

며 사고체계이다. 따라서 은유는 말하는 방식인 동시에 사고의 방식인데 인간의 개념화 과정은 대부분 은유적이며 그 은

유는 신체화된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경험상 기쁘거나 행복할 때는 몸을 똑바로 세우는 

경향이 있고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몸이 구부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행복은 위이다], [슬픔은 아래이

다]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에 따른 은유도 생기게 된다.4)

다음은 개념적 은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인 사상과 부각과 은폐에 대해 살펴본다. 개념적 은유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사상과 부각과 은폐를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은유가 사용될 때 특정한 부분을 부각하는 효과

는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건강보험과 관련하

여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계속하여 [건강보험은 상품]이라는 은유를 부각시킨다. ‘상품’은유는 건강보험이 ‘공적 서비

스’라는 부분을 은폐하게 된다. 반면 오바마대통령이 건강보험을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미가

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건강보험은 공적서비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반면에 시장경제 프레임의 상품 은유에

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1 사상

은유는 하나의 경험영역을 다른 경험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개념간

의 사상(mapping)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원영역은 일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지각

할 수 있는 반면, 목표영역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근원영역으로부터의 관점을 통해 이해하게 만

들고 싶은 대상이 된다. 은유의 사상은 단일방향성이며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다

른 근원영역이 동원된다면 동원된 근원영역은 목표영역의 특정한 부분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부분은 완전히 사

상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상의 부분적인 특성이다. 다음 예문 (1)과 (2)를 통해 사상의 단일방향성과 부분적인 특성을 살

펴보자:

(1) [LIFE IS A JOURNEY]

He has no direction in life.

(2) [TIME IS MONEY]

You should not waste your time.

4) Kӧvecses(2002, 2005)는 신체의 부분, 건강과 질병, 행복과 화와 같은 감정표현, 더위와 추위, 빛과 어둠, 힘, 사건, 이동 등에 기반을 둔 은

유적 표현은 인간의 보편적인 신체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어표현에서 ‘give a hand’ 가 한국어표현의 ‘손을 빌리다’처럼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때 [손(hand)은 물건이다] 라는 보

편적 은유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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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사용되는 두 개념 중 추상적인 개념이 은유적 이해의 대상인 목표영역에 오고 구체적인 개념이 근원영역에 놓

이게 되는데, 예문 (1)의 “그는 삶의 방향이 없다”라는 문장은 ‘삶’을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삶은 여

행]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담겨있다. 삶을 ‘여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근원영역인 ‘여행’이 목표영역인 ‘삶’에 사상되어 ‘삶’

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사상이 단일방향성이라 함은 ‘삶’을 ‘여행’으로 그리고 ‘여행’을 ‘삶’으로 대칭적으로 이

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인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5)

또한 은유에서 사상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근원영역의 개념을 통해서 목표영역의 개념의 한 측면을 은유적으로 이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1)에서 [삶은 여행]이라는 은유가 ‘삶’을 이해하는 데 ‘여행’이 갖는 특성 중 ‘방향성’, ‘왔다

가 떠남’이라는 특성을 동원하지만 ‘여행’이 갖는 다른 특성들 예를 들면, 여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

는 ‘선택 가능성’이라는 특성은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 가능성’ 특성은 ‘삶’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문(2) “너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는 문장은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담겨있는 문장이다. 시간을 ‘돈’으로 보아 ‘사용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예문에서

도 ‘시간’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데 ‘돈’이라는 구체적인 근원영역이 동원되어 ‘돈’이 ‘시간’에 사상되는 것이다. 

은유적 사상이 총체적일 수 없고 부분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만일 두 영역간의 사상이 총체적이라면,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2 부각과 은폐

은유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목표영역에 오는 개념의 다른 측면

을 감추게 된다. 한 개념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측면을 감출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부각과 은폐’라고 하며 위에서 언급한 사상의 특성 중 근원영역이 갖는 특성만이 목표영역에서 활성화된다는 사

상의 부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2`) [TIME IS MONEY]

You should not waste your time.

(3) [TIME IS A MOVING OBJECT]

Time flies.

(4) [HUMAN IS SUN]

You light up my life.

(5) [HUMAN IS A RESOURCE]

The company provides one stop service for workforce development. 

예문 (2`)에서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그리고 예문 (3)에서는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개념적 은

5) [삶은 여행]이라는 은유에 대칭적인 [여행은 삶]이라는 은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은유의 단일방향성이 적용된다. 서로 다른 은

유가 동일한 개념영역을 공유할 때도 사상의 기반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Lakoff and Turner(1989), Evans and 

Green(200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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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작동하고 있다. ‘돈’이라는 근원영역과 ‘움직이는 물체’라는 근원영역이 ‘시간’이라는 목표영역에 사상되므로 이 

두 가지 근원영역은 목표영역을 이해하는데 각각 부분적으로만 작동된다. 예문 (2`)으로 표현 할 때는 시간이 움직이는 

특성을 갖는 부분이 은폐되며 예문 (3)으로 표현할 때는 시간이 돈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특성이 은폐되는 것이다. 예문 

(4)와 (5)는 인간을 각각 ‘태양’과 ‘자원’이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하고 있는데, 인간을 ‘자원’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기계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노동력 부분이 부각되는 반면 인간이 ‘태양’처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은폐되는 것이다. 동일한 목표영역을 이해하는데 각각 다른 근원영역이 동원되므로 결국 특정한 

근원영역의 관점에서 목표영역이 이해된다면 그 부분이 부각되는 동시에 다른 부분은 감추어지게 된다.

3. 미국의 건강보험 관련 은유

Lakoff and Wehling(2012)는 틀이란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용하는 생각의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 보건, 여성의 

문제, 에너지환경정책, 교육, 식량정책 등에 대한 문제들은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의료보

장제도(healthcare system)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시민이 

건강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민은 소비자(customer)가 되어 경제력 즉 구매력에 따라 다양한 의료보험

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건강보험을 ‘상품’, ‘구매’, ‘자유경쟁시장’, ‘소비자’ 등의 

개념이 수반되는 ‘상거래 프레임’으로 이해하며 경제논리에 집중한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건강보험을 구매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가 되어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매하여 병에 

걸리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반면 건강보험이 ‘공적서비스’의 특성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공적측면을 부각시키자 노력하였다.

Lakoff(2008, 2016)은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철학은 가족가치에 기반(family-based)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철학에 사상된다고 설명한다. 보수주의 정치철학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

는 것이고 패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엄한 아버지(Strict father)’모델을 갖는다. ‘엄한 아버지’ 모델에

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성공한 사람은 잘 훈육된 것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못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반면에 진보주의 정치철학은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모델을 갖는

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러한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며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로 인식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이 기

저에 깔려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도 두 정당 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상품 은

유 속에는 성공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좋은 물건(보험)을 구입할 자격

이 있다고 보는 ‘엄한아버지’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정책적 기조는 자신과 타인을 보살피며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자애로운 부모’모델이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3.1에서는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건강보험 은유를 사용하였는지를 그리고 3.2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은유를 극복하고 공적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부각하여 보편적(universal)이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의

무화(mandate)를 위해 어떠한 개념적 은유를 사용하였는지를 실제 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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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화당의 건강보험 은유

3.1.1 건강보험은 상품

미국의 건강보험은 ‘구매한다, 산다’는 표현을 한다. 건강보험이 구매하는 대상으로 정의되는 한 가격의 높고 낮음, 그

것에 따른 서비스의 질의 좋고 나쁨은 필연적인 구조이다. 이것은 Lakoff and Johnson(1980:14)이 주목한 은유의 특징 

중 하나인 ‘부각과 은폐’의 속성상 건강보험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서비스(public service)라는 부분이 

은폐된다. Lakoff and Wehling(2012:4)는 줄리아니(Rudolph Giuliani)6)가 미국의 건강보험관련 발언에서 평면 TV(flat 

TV)라는 은유를 사용한 것을 주목한다. 건강보험이 평면TV라는 상품으로 언급되는 순간 이것은 구매의 문제가 되며, 

‘buy’라는 표현은 [의료보험은 상품]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만들어낸다. 줄리아니의 2007년 미국의 의료보험과 관련한 

발언을 언급한 기사이다.7)

(6) If you want a flat screen TV, buy one; and if you don’t have the money, go earn it. If you can’t, too bad, you don’t 

deserve it. The same with health care, ...

위의 발언이 담고 있는 은유는 [건강보험은 상품]이라는 은유가 담겨있다. 이러한 은유가 성립되면 양질의 의료보험

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 즉, 부자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7a)는 ‘건강보험이 상품’이라면 ‘돈이 있으면 좋은 

건강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함의(7b)를 도출한다. 아래 예문들은 (7) [건강보험은 상품]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나타내고, (7a)는 은유가 부각시키는 부분을 그리고 (7c)는 은유가 은폐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7) [HEALTH CARE IS A PRODUCT] 

a. Highlighting: As ‘HEALTH CARE IS A PRODUCT’, then you can buy one based on your need.

b. Entailment: If ‘HEALTH CARE IS A PRODUCT’, then you can buy a good one if you have enough money.

c. Hiding: Health care is a ‘public service’ to promote the citizens wellbeing.

다음 예문 (8)은 줄리아니의 다른 연설에 나온 건강보험 관련 발언이다:

(8) Americans believe in free-market solutions to the challenges we face, and I believe we can reduce costs, expand 

access to, and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by increasing competition8)," 

6) 2001년 911테러 당시 미국 뉴욕시장으로 재직하였던 공화당원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7) Metaphor and Health Care: On The Power to Make Metaphor Into Law, by G. Lakoff and E. Wehling, 2012. Aug. 25, Huffpost, retrieved 

from https://www.huffingtonpost.com/george-lakoff/health-care-ruling_b_1623753.html

예문의 밑줄은 필자가 첨가함.

8) Press release – Rudy Giuliani Discusses His Commitment To Giving Americans Increased Control And Access To Health Care, July 

30, 2007 retrieved from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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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의 자유시장경제(free-market)의 원칙에 따라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접근가능성을 확장시

키고 그 결과 건강보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시장경제, 경쟁(competition)과 비용(costs)의 측면에

서 의료보험을 이해하게 된다. 위 예문(8)은 줄리아니가 의료서비스를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품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개념적 은유가 설정되면 그와 연관되어 다른 은유가 함의되는데, 위 (7)의 개념적 은유 [HEALTH 

CARE IS A PRODUCT]는 아래의 (9) [HEALTH CARE IS FREE MARKET PRODUCT]를 함의하게 된다.

자유시장경제는 건강보험을 비용(costs)을 줄이고 경쟁(competition)을 통해 품질(quality)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품인 

것이다. 여기에서 은폐되는 것은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적 의료기관이 이익의 창출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9) [HEALTH CARE IS FREE MARKET PRODUCT] 

a. Highlighting: Health care system is operating on competition.

b. Hiding: Competitors(private medical institute) will behave to maximize their profits not patients health.

2012년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보험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적 성

격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오바마케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위헌소송9)에서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구입을 법으로 강제하면 그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브로콜리

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논지로 주장을 편다.

테렌스 제프리Terence P. Jeffrey10)가 최초로 ‘의료보험 구매 강요는 브로콜리 구매 강요’라는 논리를 펼쳤다. 예문 

(7)의 [HEALTH CARE IS A PRODUCT]라는 개념적 은유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예문 (9)의 [HEALTH CARE IS 

FREE MARKET PRODUCT]가 함의되고 이어서 (10)의 [BUYING A HEALTHCARE IS BUYING A BROCCOLI] 

가 함의될 수 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듯이 의료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You can 

not make people buy a health insurance)’는 함의가 도출되는 것이다. 다음 (10b)는 CNS뉴스의 편집주간인 테렌스 제프

리의 사설에서 발췌한 내용이다11).

(10) [BUYING A HEALTHCARE IS BUYING A BROCCOLI]

a. Entailment: You can not order someone to buy a broccoli and a healthcare, either.

b. Can President Obama and Congress enact legislation that orders Americans to buy health insurance? They 

might as well order Americans to buy broccoli. They have no legitimate authority to do either. Yet neither 

Obama nor the current leadership in Congress seems to care about the constitutional limits on their power.

이러한 브로콜리 은유는 그 이후에 오바마케어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미국의 대법원의 보수파 판사

9) 미국 자영업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와 26개 주정부 그리고 몇몇 개인이 미국의 보건복지부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인 Kathleen Sebelius를 상대로 소송

10) 테렌스 제프리는 CNS News의 편집주간이며, CNS는 Conservative News Service의 인터넷 판임.

11) Jeffrey, T. P., Can Obama and Congress Order You to Buy Broccoli?, Oct. 21, 2009, CNSnews.com, retrieved from https://www.cnsnews.

com/blog/terence-p-jeffrey/can-obama-and-congress-order-you-buy-broc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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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안토닌 스카리아Antonin Scalia는 건강보험 관련 법안의 위헌소송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미국 국민들에게 ‘브

로콜리’은유로 설명하게 된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만약 국회에서 미국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 사람들에게 브로콜리를 사도록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12).

(11) What does broccoli have to do with health insurance? Until recently, nothing. But now, perhaps a lot. Broccoli, 

of all things, came up in the Supreme Court during arguments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health care legislation. If Congress can require Americans to buy health insurance, Justice 

Antonin Scalia asked, could it force people to buy just about anything — including a green vegetable that many 

find distasteful? “Everybody has to buy food sooner or later,” he said. “Therefore, you can make people buy 

broccoli.”

그 당시 줄리아니는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사회주의적(socialist)’모델13)로서 정부를 파산에 

이르게 할 것이며, 정부가 의료보장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모국가(nanny government)’라고 

공격하였다. ‘유모국가’라는 용어가 의도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의 정치철학인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의 프

레임을 비하시키려는 것이다.

3.1.2 환자는 소비자

대상을 명명(naming)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정의하고 제한하게 된다. 명명을 통한 틀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인식하기보다는 명명에 의해 부각되는 측면에서 대상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념적 은유와 같

다고 할 수 있다. McLaughlin(2009), Harris(1999)는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환경에서 의뢰인(client)이라는 용어가 소비

자(consumer)나 고객(customer)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복지를 사거나 파는 물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다. 건강보험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제도의 수혜자인 시민을 어떻게 명명하느냐는 그 제도와 시민간의 관계를 규

정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시민을 환자라고 명명하지 않고 고객이나 소비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시민은 시

장경제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 이해될 것이다. 시민이 환자 또는 의뢰인(client)으로 인식되면 사회보장제도

를 수혜할 권리를 갖는 주체가 되지만, 소비자 혹은 고객으로 인식된다면 시장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로 인식된다.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로 인해 시민이 당연한 수혜자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며 자유시장경제논리속에서 사

회보장이나 건강보험은 상품이 된다. 이로서 구매자의 경제능력에 의해 고가의 상품 또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구조

가 된다. 다음의 예문 (12)를 보자:

12) Stewart J. B., How Broccoli Landed on Supreme Court Menu, June 13, 2012,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

com/2012/06/14/business/how-broccoli-became-a-symbol-in-the-health-care-debate.html

13) “Giuliani Seeks to Transform U.S. Health Care Coverage”, by Marc Santora, Aug. 1, 2007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

2007/08/01/us/politics/01giulian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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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TIENTS ARE CONSUMERS]

a. The goal of a good health care system is not to weaken the health care system, but strengthen it; and a goal is 

to bring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into the private system of health care. That ought to be a goal. And 

the reason why that ought to be a goal is because private coverage offers choice, which is good for 

consumers; flexibility, which is good for consumers; and quality of care that comes from competition. 

b. However, Mr. Giuliani believes abolishing the employer tax-exemption would increase competition and 

encourage payers to offer more customer-friendly plans. ... Mr. Giuliani said. “Profitability would be based 

on volume. How many customers can I get? Therefore I will design a product that fits my customer.”

(12)의 [PATIENTS ARE CONSUMERS]라는 개념적 은유는 (12a)의 조지 W. 부시대통령의 2007년 건강보험과 관

련한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을 사적 시스템에 의존해야하며 그 이유는 경쟁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

지를 제공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편다. 또한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세금을 대

폭 올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14) 예문 (12b)는 2017년 미국의 한 의료잡지의 좌담회에서 줄리아니의 발언이 실린 

내용이다.15) 역시 의료보험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환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1.3 세금은 벌금

2012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합헌 판결의 핵심부분은 첫째, 국가가 개인에게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둘째는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개인의무화(individual 

mandate)는 위헌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의료보험 없이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여 합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대통령 집권 이후 ‘재앙적 오바마케어(disastrous Obamacar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바마케어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였던 세금(tax)을 벌금(fine) 또

는 세금범칙금(tax penalty)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세금이라는 중립적인(neutral) 표현을 부정적 프레임에 넣어 버렸

다. 다음 (14)는 미국의 CNBC의 기사에서 발췌한 트럼프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의 내용 중 일부이다16):

(14) [TAX IS FINE] / [TAX IS PENALTY]

The tax penalty for not having coverage will be suspended effective in 2019. The Affordable Care Act rule 

imposes a fine on people who fail to have health coverage.

14) “President Bush Discusses Health Care, Economic Growth and Free Trade at 2007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Food Products 

Association Fall Conference”, Oct. 31, 2007 retrieved from the White House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

2007/10/20071031-7.html

15) Vartorella L., Giuliani and Dean talk politics, healthcare and more at Becker’s CEO + CFO Roundtable, Becker’s Hospital Review, 

Dec. 08, 2017 retrieved from https://www.beckershospitalreview.com/hospital-management-administration/giuliani-and-dean-talk-politics-

healthcare-and-more-at-becker-s-ceo-cfo-roundtable.html

16) Trump touts repeal of key part in ‘disastrous Obamacare’ - the individual mandate, retrieved from CNBC, 30 Jan. 2018 

https://www.cnbc.com/2018/01/30/trump-touts-repeal-of-obamacare-individual-mand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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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세금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벌금]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Lakoff(1996)은 조지 W. 부시대통령 

집권당시 만들어 진 표현인 ‘세금구제(tax relief)’가 어떻게 ‘세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지를 지적한 바 있으며 

부시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이 사용한 세금에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는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후 오바마대통령은 세

금에 대한 다른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세금을 긍정적 프레임에 넣고자 노력한다.

3.2 민주당의 건강보험 은유

오바마대통령은 2009년 취임한 이후 건강보험개혁법 제정에 매진하였는데 골자는 그 당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미

국 국민 4,700만 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일명 오바마케어(Obama care)는 2010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동안 개인과 민간건강보험사간의 관계로 인식되던 건강보험이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의료보장제

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후 ACA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2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오바마케어 시

행 이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 비율이 2010년 16%(약 4900만 명)에서 2015년에는 9.1%(2900만 명)로 감

소하였다고 한다. 2017년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오바마케어에 대한 수정 및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17)

3.2.1 건강보험은 권리

미국의 건강보험이 상품으로서의 개념이 고착되어 있는 환경에서 오바마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의무가입(mandate)이

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볼 수 있도록 즉, 새로운 개념인 ‘공적서비

스public service’를 근원영역으로 설정하고 ‘건강보험’이라는 목표영역을 ‘공적 서비스’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뇌의 인지과정은 익숙한 프레임으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설득하고 확산하기 위해 홍보하고 논문도 발

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아래 (15)와 (16)을 보자:

(15) [HEALTH CARE IS A RIGHT]

Health care is not a privilege for a few, but a right for all.

(16) [HEALTH CARE IS A PUBLIC SERVICE]

So I still hope that there are enough Republicans in Congress who remember that public service is not about 

sport or notching a political win, that there’s a reason we all chose to serve in the first place, and that hopefully, 

it’s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not worse.

17) 2018년 12월 14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만약 대법원이 위헌에 동의하면 오바마케어의 시행이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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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2016a)는 오바마케어의 성과를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논문인데,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은유가 잘 나

타나있는 예문 (15)는 건강보험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Obama(2016b)는 

(16)에서 건강보험이 ‘공적 서비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정에 따라 평면 TV를 구입하듯이 누구는 구

입하고 누구는 구입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구매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줄리아니의 [건강보험은 자유경쟁시장의 상품]과

는 현저히 대조되는 근원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은 공적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의료비는 재난

건강보험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될 때 환자는 소비자가 아닌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공화당

의 개념적 은유 [HEALTH CARE IS FREE MARKET PRODUCT] 대신에 환자가 관심의 중심에 오게 된다. 다음은 오

바마(2016a)에서 인용된 예문(17)에는 환자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17) For those that live in the shadows of life, those who are the least among us, I will not accept the fact that the 

most vulnerable in our state should be ignored. We can help them.” Or look at the actions of countless health 

care providers who have made our health system more coordinated, quality-oriented, and patient-centered.

위 예문(17)에서 환자는 상거래 프레임 속의 소비자가 아니며 온전히 환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삶의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아닌 환자가 

등장하며 ‘환자중심(patient-centered)’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어지는 Obama(2016a)의 (18a), 

(18b)에서는 개념적 은유 [의료비는 재난 MEDICAL COSTS IS CATASTROPHE]가 담겨있다.

(18) [MEDICAL COSTS IS CATASTROPHE]

a. In addition, families now have far better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costs related to health care.

b. Instead, most plans must cap enrollees’ annual out-of-pocket spending, a provision that has helped 

substantially reduce the share of people with employer-provided coverage lacking real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costs.

‘재난catastrophe’이란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예문 (18a), (18b)에서 그들에게 ‘의료비는 재난’이 되는 것인데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의료비는 개인이 해

결할 수 없으며 국가차원에서 지원 내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국민이 질병에 걸려서 ‘재난적인 의

료비’로 고통 받고 있다면 국가는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정부라는 관점은 미국 진보주의의 국가관인 ‘자애로운 부모’모델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Obama(2016a)의 

(19a), (19b) 그리고 Obama(2016b)의 (19c)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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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OVERNMENT IS NURTURANT PARENT]

a. As this progress with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s, faith in responsibility, belief in 

opportunity, and ability to unite around common values are what makes this nation great.

b. It’s about the character of our country – who we are, and who we aspire to be. And that’s always worth 

fighting for.

c. What will happen to pregnant mother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oor adults and seniors who need 

long-term care once they can no longer count on Medicaid? What will happen if you have a medical 

emergency when insurance companies are once again allowed to exclude the benefits you need, send you 

unlimited bills, or set unaffordable deductibles? What impossible choices will working parents be forced to 

make if their child’s cancer treatment costs them more than their life savings?

(19a), (19b)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치에 대해 말한다. 건강보험개혁이 책임에 대한 신념, 기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반적 가치에 뜻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자애로운 부모’모델

로서의 국가인식이 기반이 되어 (19) [국가는 자애로운 부모 GOVERNMENT IS NURTURANT PARENT]라는 개념적 

은유를 만들어 낸다. (19c)에서는 임신한 산모, 장애를 가진 아동들, 빈곤한 성인과 노인들을 돌보고 그들이 평생 모은 돈

보다 더 비싼 비용을 자녀들의 의료비로 감당해야할 부모들을 열거하면서 국가가 돌보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자애로운 부모모델의 국가관이 개념적 은유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세금은 복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개념 중 하나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이, 공화당은 세금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견고하다. 이미 부시대통령이 ‘세금구제’라는 용어로 세금을 부정적 프레임

에 넣었던 것처럼, 트럼프대통령은 오마바케어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벌금’ ‘범칙금’이라는 표

현으로 세금을 부정적인 프레임에 넣었다.

그러나 Obama(2016b)는 (20a), (20b)에서 세금이 사회의 약자에게 쓰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금은 복

지]이며 [감세는 복지의 감축]인 것이다. 오바마(2016b)는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결국 중산층과 빈곤층 가정에서 부를 부

자들에게 이동시키며 ‘감세tax cut’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할 건강보험비용을 감축해서 부자들과 제약회사 보험회

사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한다.

(20) [TAX IS WELFARE] / [TAXCUT IS WELFARE CUT]

a. The Senate bill, unveiled today, is not a health care bill. It’s a massive transfer of wealth from middle-class 

and poor families to the richest people in America. It hands enormous tax cuts to the rich and to the drug and 

insurance industries, paid for by cutting health care for everybody else.

b. To put the American people through that pain—while giving billionaires and corporations a massive tax cut 

in return—that’s tough to fat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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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을 공화당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강조하는 ‘세금

구제’로 표현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세금이 복지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감세tax cut’로 표현한

다. 나아가 긍정적 측면을 갖는 세금을 줄이는 ‘감세’가 중산층과 빈곤층에 쓰여야 할 부(wealth)를 부유층과 보험회사, 

제약회사에 이동시켜 미국인들을 고통에 빠트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은유는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사고체계를 나타낸다는 개념적 은유이론을 기반으

로 한다. 미국의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일명 오바마케어

(Obama care)로 촉발된 미국의 건강보험 관련 논란을 주목하고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모델 

설정이 다르며 건강보험관련 프레임이 다르므로 이러한 사고의 차이가 개념적 은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개념적 은유이론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철

학이 담긴 건강보험 표현들에 기저하는 개념적 은유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및 트럼

프 대통령 등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건강보험관련 발언과 오바마케어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대통령의 논문

과 연설문에서 수집하였다.

‘건강보험은 상품’이라는 개념적 은유는 건강보험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건강보험을 구매하고 그렇

지 못한 사람들은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유경쟁시장논리가 성립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고

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적 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엄한 아버지’모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성

공한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자신을 훈육하였고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반면 빈곤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프레임이다. 공화당의 정치인인 줄리아니가 건강보험을 평면 TV에 비유한 것이 그러한 사고를 반영

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반면에 오바마대통령은 건강보험은 상품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의 ‘권리right’이며 

‘공적서비스public service’라는 부분을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재난적catastrophic 의료비’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개인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자애로운 부모’모델에 부

합하는 것으로서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을 돌보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한 오바마케어의 합헌여부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세금’에 대한 관점도 보수주의의 세금은 ‘벌금, 범칙금’이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대조적으로 오바마대통령은 ‘세금은 복지’이며 세금을 줄이는 ‘감세는 복지의 감축’이 되어 부를 편중시키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주장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철학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표현에 각각 다른 개념적 은유를 형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유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이며, 사고의 프레임을 형성하여 사람들

의 생각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된다는 것을 구체적 예로 확인한 것이 본 논문의 소기의 성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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