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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3, 291-305. Since Firth (1957) and Sinclair 

(1991), it has long been assumed that speakers’ attitudes towards a word or a 

group of words in the actual utterance are decided by their collocates. Previous 

research on the semantic prosody has been conducted around semantically 

related words, making fine-grained meaning distinctions between the synonymous

words. However, a few studies, if any, distinguish between words’ literal and

metaphorical senses in defining their semantic prosodies.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ny change in semantic prosody when the literal senses of 

words are extended to metaphorical ones. The result shows a change in 

semantic prosody especially when a word is not involved in a word group where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prosodies are assigned to their members.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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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irth(1957) 이후가 주장한 문맥 어휘 의미 결정론은 ‘어휘의 의미는 주변 공기

어(collocates)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이다. Firth(1957) 이후 어휘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맥 속에서 그 어휘와 함께 나타나는 공기어로 파악하

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공기어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통하여 유사어의 의미를 구별하려는데에 집중되어 왔다(Partington, 

1998; Tognini-Bonelli, 2002; Xiao and McEnery, 2006).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

구와 방향을 달리하여 하나의 어휘가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해갈 때 그 의미운율

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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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laire(1991)는 Firth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어휘의 의미는 주변에 공기되는 어휘들이 형성하는 긍정

이나 부정 혹은 중립과 같은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Sinclair(1996)는 다음 (1)과 같이 한 어휘나 구절의 의미 

자체에 국한되기 보다는 그 어휘나 구절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attitudinal) 실제 사용하는가의 문제(pragmatic side)라

고 의미 운율을 정의한다. 의미 운율은 하나의 어휘가 주변의 공기어들과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하게 된다고도 하였다. 

(1) semantic prosody.... is attitudinal, and on the pragmatic side of the semantics/pragmatics continuum. It is thus 

capable of a wide range of realisation, because in pragmatic expressions the normal semantic values of the words 

are not necessarily relevant. But once noticed among the variety of expression, it is immediately clear that the 

semantic prosody has a leading role to play in the integration of an item with its surroundings. (Sinclair, 1996: 87)

Stubbs(2001)에서도 Sinclair(1996)와 유사한 정의가 발견된다. 의미 운율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평가

(evaluation)에 관련한 것으로 화자가 어떤 내용을 발화할 때 발화의 이유를(the speaker’s reason for making the 

utterance) 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Discourse prosodies express speaker attitude... Since they are evaluative, prosodies often express the speaker’s 

reason for making the utterance, and therefore identify functional discourse items...   (Stubbs, 2001: 65)

Hunston과 Thompson(2000)은 다음 (3)과 같이 의미 운율을 정의한다. 의미운율이란 화자나 저자가 자신이 하는 말

(글)에 대한 태도나 입장 혹은 관점이나 느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즉 지금 하는 말(글)이 좋거나 나쁘다고 알리는 것을 

의미 운율이라고 한다. 

(3) the speaker or writer’s attitude or stance towards, viewpoint or feelings about the entities and propositions that he 

or she is talking about                                                                                        (Hunston and Thompson, 2000: 5)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의미 운율의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Bednarek, 2008; Bublitz, 1996; Gong and 

Wu, 2012; Louw, 1993, 2000; Partington, 1998, 2004; Sinclair, 1991; Stubbs, 1995, 2001; Smith and Nordquist, 2012). 

Sinclaire(1991)는 set in이라는 구동사(phrasal verb)의 주어로 나오는 어휘는 (4)와 같이 제시하면서 set in의 의미운

율은 부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4) riot, decay, malaise, despair ill-will, decadence, impoverishment, infection, prejudice, vicious (circle), rigor, 

mortis, numbness, bitterness, mannerism, anticlimax, anarchy, disillusionment, slump  (Sinclair, 1991: 75)

Louw(1993)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의미 운율을 연구하였다. 코빌드(Cobuild) 말뭉치를 이용하여 bent on의 주로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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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느낌의 명사들과 공기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bent on은 bent on destroying, bent on harrying, bent on 

mayhem과 같이 destroying, harrying, mayhem과 같은 부정 어휘와 공기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bent on에 아주 긍정적

인 어휘가 뒤따르게 된다면 수사학적으로 아이러니(irony)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다음 (5)에서 Small 

World의 저자 David Lodge는 의도적으로 bent on 뒤에 self-improvement라는 긍정어휘를 두어 부정 어휘를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

(5) The modern conference resembles the pilgrimage of medieval Christendom in that it allows the participants to 

indulge themselves in all the pleasures and diversions of travel while apparently bent on self-improvement. 

Partington(2004)은 set in, happen, occur, take place, come about과 같이 ‘일어나다’ 혹은 ‘발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구들의 의미 운율을 두 종류의 말뭉치에서 조사하여 모두 다 부정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대부분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그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관

련 어휘가 모두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artington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개의 어

휘군에 대하여 부정성의 정도를 밝혔다. set in이 가장 높은 정도의 부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happen, occur, take place의 

순으로 부정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Gong과 Wu(2012)는 만다린 중국어에서 ‘도움’에 관련한 유의어 

bāngmáng과 bāngzhù의 공기어를 살펴보고 의미 운율이 서로 다름을 밝혔다. bāngmáng은 주로 사건을 의미하는 어휘

와 공기하며 bāngzhù는 주로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어휘와 공기한다는 사실과 bāngzhù가 좀 더 부정적 운율을 형성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Tao(2003) 중국어에서 ‘발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어휘인 chuxian, chansheng, fasheng의 

공기어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의미 운율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단일어 뿐만 아니라 두 개 언어의 유사어를 의미 운율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Dam-Jensen and Zethsen, 

2008; Partington, 1998; Tognini-Bonelli, 2002; Wei and Li, 2014; Xiao and McEnery, 2006). Partington(1998)에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유의어들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언어간의 완벽한 동의어를 찾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지

적하였다. Wei와 Li(2014)에서는 영어의 spring up과 중국어의 yongxian, 영어의 crop up과 중국어의 yongsian, 영어의 

orchestrate와 중국어의 cehua, 영어의 infect와 중국어의 ‘ganran’의 의미 운율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어의 

spring up과 중국어의 yongxian은 의미 운율은 유사하게 긍정 운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

1) Bednarek(2008)는 Bublitz(1996), Sinclair(1991), Louw(1993), Stubbs(1995)의 연구에서 조사된 각 어휘의 의미 운율을 다음 표와 같

이 정리하였다. completely, utterly, totally와 같은 부사어들은 부정적인 어휘들과 공기하지만, perfectly와 같은 부사어는 긍정적인 

어휘와 공기한다. break out, outbreak, bent on, symtomatic of, cause와 같은 동사들은 모두 부정적인 어휘와 공기하지만, provide와 

같은 동사는 긍정적인 어휘와 공기한다.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어휘(군)의 공기어(Bednarek, 200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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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ongxian은 매우 강한 긍정성을 띠지만 spring up은 그만큼 긍정성이 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ehua와 

orchcestrate는 유사한 의미 운율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정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crop up은 부정의 운율을 가지

고 있으나 yongxian은 긍정의 운율을 가지고 있고, ganran은 긍정의 운율을 가지고 있으나 infect는 부정의 운율을 가지

고 있어서 서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미운율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군

의 의미 운율을 비교하여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이거나(Bednarek, 2008; Hoey, 2005; Hunston, 2002, 

2007; Louw, 1993; Partington, 2004; Sinclair, 1991; Stubbs, 1995, 2001; Whitsitt, 2005), 두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어휘군의 의미 운율을 비교하여 두 어휘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Dam-Jensen and Zethsen, 2008; 

Partington, 1998; Tognini-Bonelli, 2002; Wei and Li, 2014; Xiao and McEnery, 2006). 

이렇듯 의미운율을 결정할 때 특별히 축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공기어 전체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

분으로, 특정 어휘나 구절의 의미가 축자적으로 사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하여 의미 운율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어휘의 축자적인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될 때 의미 운율에 변화가 있는지

와 둘째,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할 때 의미 운율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크게 세 가지 어휘

군으로 나누어 의미 운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냄새] 어휘군인 ‘냄새’, ‘향기’, ‘악취’의 의미 운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냄새’는 다른 두 어휘에 비하여 중립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기’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악취’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을 때에도 그 의미가 운율에 그대로 반영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어휘군이므로 선택하였다. 

둘째, ‘세례’의 의미 운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례’는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예식이며 세례를 받게 되면 종교적

으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므로 긍정의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중립의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세례’가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하였을 때 부정의 운율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어휘이므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산’의 의미 운율을 살펴볼 예정인데, ‘우산’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축자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특별히 긍정이나 부정의 운율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중립의 운율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산’이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하였을 때 긍정적 운율이나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 좋은 어휘이

므로 선정하였다. 특히 ‘세례’와 ‘우산’은 ‘향기’와 ‘악취’ 혹은 ‘냄새’에 비하여 어휘 자체가 긍정, 부정, 중립으로 의미 

영역이 서로 나뉘지 않는 어휘들이므로 은유적인 확장을 거쳤을 때 그 의미 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를 알아보는데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총 다섯 개 어휘의 의미 축자적 의미의 운율은 다음 (6)과 같이 요약

된다. 

(6) a. ‘향기’의 축자적 의미 : 긍정 운율

b. ‘악취’의 축자적 의미 : 부정 운율  

c. ‘냄새’의 축자적 의미 : 긍정, 부정, 중립 운율  

d. ‘세례’의 축자적 의미 : 긍정, 중립 운율  

e. ‘우산’의 축자적 의미 : 중립 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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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냄새’, ‘향기’, ‘악취’, ‘세례’, ‘우산’의 의미 운율

냄새 관련 어휘들은 ‘냄새’ ‘내’ ‘내음’ ‘향기’ ‘향내’ ‘향’ ‘향수’ ‘방향’ ‘악취’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이 중 ‘향기’, ‘향

내’ ‘향’ ‘향수’와 같은 어휘는 어휘 자체에 긍정 의미가 들어 있어 냄새 종류 중에서도 매우 좋은 냄새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악취’는 ‘나쁜 냄새’라는 뜻으로 안 좋은 냄새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 이와는 다르게 ‘냄새’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

용된다. 본 논문의 목적이 은유적 의미로 확장될 때 의미운율이 유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

표적인 긍정어 ‘향기’와 대표적인 부정어 ‘악취’, 그리고 의미 중립적인 ‘냄새’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을 때 의미운율이 유지되는 어휘: ‘향기’, ‘악취’, ‘냄새’ 

2.1.1 ‘향기’의 의미운율

‘향기’는 축자적으로 사용될 때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며 그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될 때에도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7)의 예시는 ‘향기’가 문자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a. 지금 금호강둔치 꽃밭에는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 그리고 향기로운 국화 향기로 산책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22.09.29.>

b. 창문을 활짝 여니 영롱한 이슬이 맺혀있는 장미 향기가 바람에 밀려들어온다. <한국일보 2022.09.24.>

c. 꽃향기와 과일향 등 후각을 통해 전해지는 향기는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매경프리미엄 2022.05.14..>

(8)은 ‘향기’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예시로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8a)의 ‘역사의 향기’는 ‘역사 느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중립적인 의미 운율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역사의 향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짝을 이루어 ‘역사

를 느낄 수 있음’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b)의 ‘배우의 향기’ 역시 ‘배우라는 느낌’을 의미

하는데 경력이 얼마되지 않은 배우가 배우의 느낌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만하다. 

(8) a.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테마여행지를 선택한 다음 식당을 고른다. <한겨레신문 

2003.04.16 > 

b. 다시 열일곱 해가 지나 서른넷이 된 전지현에게서는 ‘스타의 눈빛과 배우의 향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톱클래

스 2015.08.19>

(9)에서는 ‘향기’가 (8)의 예시에서보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의 향기’나 ‘마음의 향기’는 ‘정신이나 

마음의 고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9) a. 정신의 향기는 겉꾸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천일보 202.03.21.>



296 ∙ Choi, Youngju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b.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허한 마음의 향기를 표현해 본다 <전민일보 

2022.09.29.>

2.1.2 ‘악취’의 의미운율

‘악취’는 ‘매우 불쾌한 냄새’라는 의미로 어휘에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축자적으로 사용되

었을 때 다음 (10)과 같이 부정적인 운율로 사용된다. 

(10) a.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한다 <내 손안의 서울 2015.06.02.>

b. 제주도 전체 양돈농가의 19.7%에 이르는 것으로, 단일 양돈단지 규모로 제주도 최대 규모이다. 이 때문에 마을 

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악취가 심하다. <한라일보 2022.06.07.>

c. 코 찌르는 악취가 호흡기·정신질환 원인? <한겨레 2005.12.20.>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도 그 부정적 운율이 변하지 않는다. (11a)의 ‘악취’는 ‘폭로’이나 ‘비리의 진상’이라는 어

휘와 공기하면서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1b)의 ‘악취’도 ‘불법대출’, ‘정현준게이트’, ‘횡령’과 같은 부정적인 

어휘와 공기하고, (11c)의 ‘악취’ 역시 ‘가학성’, ‘선정성’, ‘패륜적 조롱’, ‘횡령’ 등과 공기하여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a. 이제 장씨가 죽음을 통해 폭로한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연예계 악취의 근원을 없애는 일은 경찰의 몫으로 

남았다 <한겨레 2009.03.15.>

b. 대우 계열사로 대표되는 워크아웃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는 올 중·후반기에는 한빛은행 불법 대출, 현준게이트, 

공기업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악취를 풍겼다. <조선일보 2000.12.29.>

c. 가학성과 선정성, 패륜적 조롱에 타락했고, 질 낮은 기사가 모이고 고여 악취를 풍긴다. <세계일보 

2021.04.28.>

2.1.3 ‘냄새’의 의미운율

‘냄새’는 ‘향기’나 ‘악취’에 비하여 어휘 자체에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자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나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문맥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운율을 형성하게 된

다. 먼저 축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12)의 예시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갖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사람들이 어떤 

냄새에 대하여 말을 할때는 향기보다는 악취에 관련하여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운율이 쉽게 발

견된다. (12)의 ‘수상한 냄새’, ‘살타는 냄새’, ‘쓰레기 냄새’, ‘발 냄새’는 모두 안 좋은 냄새에 해당한다. 

(12) a. 공룡 조각상에서 수상한 냄새… 잘라보니 남성 시신이 <조선일보 2021.05.25.>

b. “살 타는 냄새가 밤새 바람에 실려왔다” 참혹했던 그날의 악몽 <동아일보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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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역겨운 쓰레기 냄새 언제까지 맡아야 하나” <조선일보 2022.06.07.>

d. 발 냄새가 유독 ‘고약한’ 이유는? <헬스조선 2022.03.11.>

그러나 (13)의 예시와 같이 긍정적인 운율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빵냄새’, ‘좋은 냄새’, ‘꽃냄새’는 긍정적 운율

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13) a. “오늘도 길거리 빵냄새에 홀려 계획없이 돈 쓴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이프 2019.11.05.>

b. 여자 90%, 좋은 냄새 가진 남자에 끌린다 <채널예스 2011.12.13.>

c. 나른한 오후, 봄 햇살이 가득한 공원에는 산책을 하는 사람들과 호수 위로 활짝 핀 연꽃들로 인해 향기로운 꽃

냄새가 여기저기 진동을 했다. <밴조선 2022.04.11.>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으로 ‘냄새’를 사용하기도 한다. (14)의 예시는 ‘냄새’가 모두 중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4) a. 연구진이 실험참가자들이 매긴 순위를 분석한 결과, 냄새별 선호도가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겨레, 2022.04.12.>

b. 사람은 공기의 냄새만으로도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 2020.04.23.>

c. 새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막스플랑크, 유럽황새 실험 통해 후각 사용 확인 <TheScienceTimes 2021.07.12.>

‘냄새’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긍정적 운율, 부정적 운율, 중립적 운율을 고루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부정적 운율이 발견되었는데, (15)의 ‘냄새’ 앞에 나온 ‘범죄’, ‘몰락’, ‘왜색’, ‘부패’ 등은 모두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15) a. “가난과 범죄의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고 소설에서 서술되는 파친코가 재일 조선인을 옥죄는 운명의 굴레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소설의 제목이 된 까닭이다. <한겨레 2018.03.22>

b. 나는 그 곳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일본 전학연의 몰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조선일보 1991.05.05.>

c. “우리나라 건축가, ‘왜색 냄새’ 지우려 노력해” <일요서울 2019.03.04.>

d. 정치권과 노조는 귀족화하면서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일하기 보다는 편하게 실업 수당을 

받는 생활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2006.09.20.>

(16)은 ‘냄새’가 긍정적 운율을 형성하는 예시들이다. (16a)의 ‘성공의 냄새’와 (16b)의 ‘승리의 냄새’는 그 표현 자체

에 긍정성이 담보되어 있다. (16c)의 ‘사람 사는 냄새’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긍정이나 부정의 운율이 둘 다 가능하지

만, ‘맛있는 음식’이나 ‘물씬’이라는 표현들과 공기함으로써 긍정의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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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기아, 성공의 냄새가 난다 <서울경제, 2021.07.23.>

b. 클린턴은 빅4의 하나인 플로리다를 석권하면서 승리의 냄새를 맡았다. <조선닷컴 1996.11.07.>

c. 차도 사람도 맛있는 음식도 많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을 그냥 지나치기 싫어 잠시 자전거를 세다. 

<아웃도어뉴스, 2022.05.17.>

(17a)의 ‘삶의 냄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기는 냄새로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다. (17b)의 ‘도시의 냄새’ 역시 

‘도시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뜻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c)의 ‘동양적인, 한국적인 

냄새’도 ‘동양적인 한국적인 느낌’이라는 뜻으로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다. 

 

(17) a. 당연히 집에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진한 삶의 냄새가 배어 있다. <동아일보 2012.02.02>

b. 밴더스는 “성장기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도시의 냄새를 맡았다. <연합뉴스 

1992.05.25.>

c. 한국인 학생들의 디자인에서 동양적인, 한국적인 냄새를 맡기가 힘들다 <연합뉴스 19993.10.09> 

2.2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을 때 의미운율의 변화를 겪는 어휘: ‘세례’와 ‘우산’

2.2.1 ‘세례’의 의미운율

지금까지는 같은 의미군에 속하는 어휘들이 축자적으로 긍정, 부정, 중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은유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도 의미운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례’의 경우는 축자적인 의미일 때와는 달

리 어휘가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운율이 달라진다. ‘세례’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

는 다음 (18)에서와 같이 중립적 운율을 보인다. 

(18) a.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나요?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2015.05.27.>

b.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의식, 세례와 성찬의 관계 <개혁정론 2018.09.28.>

c. 아동세례 시행 첫 해…일선 교회 혼선 막는다 <데일리굿뉴스 2022.05.13.>

세례는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19)의 예시에서와 같이 긍정의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도 발

견된다. 

(19) a.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임을 간혹 경험하게 한다.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2019.01.09.>

b.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백이 있고, 용서의 확신이 있고,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불세례를 받은 것

입니다. <KMC뉴스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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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례’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립적 의미 운율과 긍정적인 운율에 제한되지 않고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는 사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20)은 부정적 운율로 사용된 예시들이다. ‘계란세례’, ‘물폭탄 세례’, ‘페인트 세례’

는 모두 다량의 액체로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어구이므로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20) a. 이낙연 ‘계란 세례’로 본 대선 후보 계란 수난사 <서울신문 2021.03.06.>

b. ‘맥주 세례’ 박계동 의원에 벌금형 동부지법 “맥주 뿌리고 잔 던진 사실 인정” <송파신문 2022.08.12.>2) 

c. 푸틴 비판하다 페인트 세례받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06.03.>

액체 뿐만 아니라 폭탄, 폭탄, 포탄, 총알과 같이 공격성이 강한 무기나 ‘소금’이나 ‘모래’와 같이 공격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고체들도 ‘세례’와 함께 쓰여 매우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한다. 이들은 모두 ‘공격을 위하여 다량을 쏟아 

붓는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내용들과 공기하고 있다3). 

(21) a. “러 여전히 키이우에 폭탄세례…휴전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매일경제 2022.03.06.> 

b. 대만에 무력시위 중국,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서해서도 포탄세례 <데일리안 2022.08.07.>

c. 미 경찰 사격 훈련에 흑인 표적 논란…총알세례 받은 상태 <한국경제 2022.07.05.>

d. “어린이들도 싫은가봐”…뉴욕 센트럴파크 나타난 푸틴에 ‘모래 세례’ <매일경제 2022.08.03.>

e. ‘현재는 아름다워’ 윤시윤, 장례식 갔다 왔다는 말에 소금 세례 <뉴스1 2022.07.24>

위와 같이 ‘공격’이라는 의미로서의 ‘세례’와는 달리 긍정적인 운율을 띠고 있는 예시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축하, 키

스, 칭찬, 선물 등이 넘치게 쏟아질 때 ‘세례’를 사용하고 있다. 

2) ‘세례’ 어휘 앞에 같은 명사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 운율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다. (i)의 예시에서 두 문장은 동일하게 

‘맥주 세례’를 사용하고 있는데, (ia)의 경우는 맥주를 뿌려 공격을 했다는 뜻이므로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며, (ib)의 경우는 맥주를 뿌려 

축하를 했다는 뜻이므로 긍정적 운율을 형성한다. 

(i) a. ‘맥주 세례’ 박계동 의원에 벌금형 동부지법 “맥주 뿌리고 잔 던진 사실 인정” <송파신문 2022.08.12.>

b. 포토 우승축하 맥주세례 받는 배선우 <한국경제 2018.10.08.>

‘방망이 세례’도 마찬가지이다. (iia)의 경우는 방망이질을 통하여 강도를 쫒아냈다는 뜻이므로 세례가 ‘공격’을 의미하여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며, (iib)의 경우는 축하 세리머니로서의 방망이질을 의미하므로 세례가 ‘축하’를 의미하여 긍정적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ii) a. 권총 강도, 점원 방망이 세례에 ‘줄행랑’ <YTN 2014.11.09.>

b. 이지영 솔로홈런, 방망이 세례에도 웃음이 절로~ <동아일보 2014.06.19.>

3) [명사+‘세례’] 형식의 전체 어구가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한 사례도 발견된다. 다음에 나오는 ‘찬물 세례’에는 부정적 운율이 발견된다. 

‘찬물 세례’는 실제로 찬물을 뿌려서 공격을 했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찬물을 끼얹다’라는 표현에서 주는 ‘잘되어가는 일의 분위기를 망

친다’라는 뜻을 내포하면서 ‘세례’가 주는 ‘많은 양의 공격’이라는 의미의 효과를 동시에 노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i) “독기 품은 중국 또 이러네” 삼성 신제품에 ‘찬물 세례’ <오마이뉴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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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넷째 임신` 정주리, 쏟아지는 축하세례 `행복 미소` <한국경제TV 2021.11.13.>

b. 카시야스, 리포터 여친과 인터뷰 중 ‘키스세례’ <나우뉴스 2010.07.12.>

c. 900억 수비수 부진 털어냈다…최고 평점에 ‘극찬’ 세례 <MSN 2022.08.23.>

d. 김영희, 벤츠까지 받았다…스타들에게 선물 세례 부럽네 <엑스포츠뉴스 2022.08.12.>

다음 (23)의 예시는 ‘어떤 정신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세례’가 사용되어 긍정의 운율을 형성한다. (23a)의 ‘평창 세

례’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강경 이미지를 개선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3b)의 ‘혁명의 세례’ 역시 긍정의 운율로 사용되었는데 ‘혁명 정신을 부여받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3) a. ‘평창 세례’ 받은 北…강경 이미지 개선 <이데일리 2018.02.25.>

b. 민초(民草)들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혁명의 세례는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

력이 되었다. <경북대신문 2020.11.09.>

은유적으로 사용된 ‘세례’가 중립적인 운율을 띠기도 한다. (24)의 ‘질문 세례’는 ‘많은 양의 질문’이라는 뜻으로 중립

적으로 사용되었다. 

(24) 모태범♥임사랑, 야노시호에 “운동선수 내조 어떻게 하나” 질문세례 <뉴스1 2022.08.30>

2.2.2 ‘우산’의 의미운율

‘우산’도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될 때 의미 운율이 달라지는 예시이다. 다음 (25)은 ‘우산’이 축자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우산’이 중립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a. “비 온다” 무심코 산 우산... 분리배출하면 운명이 바뀐다 <한국일보 2022.08.17.>

b. 폭우 속 필수품 우산… ‘이렇게’ 관리하면 오래 쓴다 <헬스조선 2022.08.11.>

c. 우산·책상·보온병까지…中 수입 막히면 ‘생필품 대란’ <한국경제 2022.08.22.>

그러나 ‘우산’이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했을 때는 더 이상 중립적인 의미 운율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우산’은 은유

적으로 ‘보호’, ‘지원’, ‘통제’, ‘대책’, ‘동맹’, ‘은폐’, ‘상위조직’의 의미를 갖는다 (정상원, 2020; 최영주, 2020). ‘우산’에 

다양한 은유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 의미 운율도 중립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축자적 의미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26)의 예시들은 ‘보호’ 혹은 ‘지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6a)의 경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국

민우산’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26b)나 (26c)는 금융지원을 일컬어 ‘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출받는 이들을 지원하

는 의미로 ‘우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긍정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Change of Semantic Prosody in 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 ∙ 30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26) a. ‘97그룹’ 박주민, 당대표 출사표…“위기 속 국민 우산 되겠다” <뉴스1 2022.07.08.>

b. 민주, 예대금리차 조정 촉구…“비 올 때 우산 넓게 펼쳐야” <뉴스1 2022.06.17.>

c. 4대 금융지주 대출 우산 접을 때 카뱅 홀로 펼쳤다 <시사저널 2021.01.20.>

‘핵우산’은 미국이나 중국이 핵 보유국으로서 동맹국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핵무기로 동맹국을 보

호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핵우산’은 ‘보호’를 의미한다. 다음 (27)의 ‘핵우산’은 ‘보호’의 의미로 긍정의 운율이 나

타난다. (27)의 예시에서 ‘핵우산’은 모두 동맹국에 대한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7) a. 미국이 한국 등 동맹의 극단적인 위협 상황에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신문 

2022.08.03.>

b. 북한의 핵무기에 한국을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 방안이 곧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 2022.07.26.>

c. 우크라에 ‘핵우산’ 약속했던 ‘절친’ 中 공산당… <에포크타임스 2022.03.04.>

‘우산’이 다음 (28)의 예시에서처럼 ‘상위조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긍정적 운율을 형성한다. 상위조직으로서 많

은 하부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정신적 혹은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8) a. “아트ㆍ테크 한인들, 큰 우산 아래 모입시다” <미주중앙일보 2019.01.16.>

b. 다른 나라,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가 됐다. <뉴스앤조이 

2018.08.13>

c. “실리콘밸리 진출 고민? 맞춤 지원 ‘K-테크’가 정답”: K-테크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반도체, 미래차, 항공우

주, 이커머스, 스타트업 등 산업별로 기업별 맞춤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일경제 2022.08.25.>

d. “디즈니 우산 아래 픽사·마블·루카스, 최상을 추구한다” <이데일리 2013.06.13.>

그러나 ‘우산’은 (29a)와 (29b)에서는 각각 ‘통제’와 ‘은폐’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부정의 운율을 형성한다. (29a)의 ‘경

제 우산’은 ‘중국의 경제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속되는’이라는 어휘가 뒤따르면서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한다. 

(29b)에서도 ‘우산’은 ‘벗어나려는’이라는 어휘와 공기하면서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9) a. 중국의 ‘경제 우산’에 종속되는 베트남 <한국경제 2020.10.09.>

b. 중국의 ‘우산’ 벗어나려는 홍콩의 우산혁명 <news1 2014.09.30.>

‘핵우산’이 ‘보호’를 의미할 때는 긍정의 운율을 형성하지만 ‘통제’의 의미가 강해질 때에는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30)의 예시들은 ‘핵우산’이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게 비핵화를 강요하고 통제하

는 수단이라는 뜻이 되므로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30a)의 ‘의구심’(30b)의 ‘~하에’라는 표현과 ‘핵주권

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표현들이 부정적 운율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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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를 점하던 과거와 달리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동아일보 

2022.01.17.>

b.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

에서도 우리 스스로 핵대응 정책을 찾을 수 있다 (월간조선 158호, 1993)   (정상원, 2020: 45)

‘우산’이 ‘은폐’를 의미할 때도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한다. (31a)의 ‘권력의 우산’은 ‘권력의 비호하에 은폐한 부정부

패’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31b)의 ‘검은 우산’ 역시 ‘은폐’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운율

을 형성하고 있다. 

(31) a. 역사저널 그날...권력의 우산 속으로 들어간 정치깡패 <영남일보 2020.06.29.>

b. 황교안 “文대통령, 사회악 숨기는 ‘검은 우산’ 거두라” <중앙일보 2019.03.30.>

3. 의미 운율의 변화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나 ‘우산’과 같이 축자적 의미에서 주로 중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은유적으로 의미

가 확장될 때 긍정과 부정의 양극으로 의미 운율이 변화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의미 운율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에 대하여 답해야 할 때이다. 그 답은 은유적 의미 확장에 관여하는 ‘은유적 부각(metaphorical highlighting)’에서 

찾을 수 있다. ‘세례’는 (32)에 나타나는 축자적 의미의 여러 측면 중 (32d)의 측면만이 부각되어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32) a. 세례를 받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거나, 모든 사례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추었음

b. 세례를 받는 데는 회개가 전제되었으며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음

c.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d. 초창기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식 세례가 이루어졌으나 물을 뿌려서 약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일반적임

e.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영적(靈的)으로 연합됨

‘선물 세례’, ‘키스세례’, ‘계란 세례’, ‘폭탄 세례’의 사례에서는 모두 (32d)의 의미가 은유적으로 부각된다. 침수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며, 살수례의 경우 물을 뿌리는 방식이고, 관수례는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이다. 이들 모

두 다량의 물에 노출되어 몸이 완전히 젖게 되거나 머리부위가 젖게 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측면이 부각되면서 ‘계란 

세례’‘페인트 세례’와 같이 ‘다량의 액체에 몸이 젖게 되는 상황’을 ‘세례’로 표현하게 된다. 액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

건이나 행위에까지 의미가 확장되면 ‘선물 세례’ ‘폭탄 세례’ ‘칭찬 세례’와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 때 선행하는 명

사에 따라 무엇이 다량으로 쏟아지는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의미가 긍정, 부정의 양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우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산’의 다양한 은유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우산의 어느 측면이 부각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각되는 측면이 긍정적인 면이면 긍정적인 의미가 형성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가 형성된다. 

그에 따라 운율도 변화되는 것이다. ‘보호’, ‘지원’, ‘대책’과 같은 의미는 긍정의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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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희생’의 의미는 부정의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33) 우산의 다양한 의미 확장에 관련된 은유적 부각 

a. 우산은 우산 사용자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

b. 우산은 날씨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산 내부는 외부의 날씨와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한다. ▶영향

c. 비가 올 때 우산 안으로 들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산 소유자 혹은 사용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

산 속에 여러 사람이있는 경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발맞추어 이동하는 경우에만 

비로부터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주도성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 ▶ 통제

d. 비가 올 때 쓰고 있는 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우산이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이다. 또한, 자신의 우산을 함께 쓰자고 

하는 것 역시 우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다 ▶ 지원

e. 우산은 비나 눈과 같은 악천후를 막기 위한 준비물이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나간다. ▶ 대책

f. 우산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비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우산은 비로부터 보호받는 

우산 속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우산 밖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 동맹

g. 우산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비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공동체로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

문에 우산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데 묶는 역할을 한다. ▶상위조직

h.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속의 사람이 외부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 은폐

i. 우산 자신은 우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에 온전히 노출된다. ▶희생         (최영주, 2020: 146-147) 

‘세례’나 ‘우산’의 예시를 보면 어휘가 축자적으로 사용될 때에 비하여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긍정이나 부정의 운율을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특정 어휘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 발화

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립성이 강할 어휘인 경우

라도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면 긍정이나 부정의 운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휘의 어느 측면이 은유적으로 부

각되느냐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로 나뉘게 된다고 제시한다. 

4. 결 론 

지금까지 기존 의미 운율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은유적 의미 확장에서의 의미 운율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냄새 관련 어휘인 ‘냄새’, ‘향기’, ‘악취’의 의미 운율과 ‘세례’와 ‘우산’ 어휘의 의미 운율을 축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냄새 관련 어휘는 각자 어휘 자체에 긍정, 부정, 중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운율 측면에서 축자

적 의미나 은유적 의미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실제 언어 사용을 살펴본 결과 두 종류의 의미에서 의미 

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향기’는 축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에서 공히 긍정의 의미운율을 나타냈으며, ‘악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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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부정의 의미 운율을 나타냈다. ‘냄새’ 역시 축자적 의미에서 긍정, 부정, 중립의 의미 운율을 나타냈고, 은유적 의미

에서도 긍정, 부정, 중립의 운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군은 그 의미의 영역이 서로 나

뉘어 있어 은유적 확장에도 동일하게 구별되는 의미 영역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례’와 ‘우산’ 어휘는 유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휘들이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

될 때에는 의미 운율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세례’는 선행하는 명사에 따라 의미 운율이 긍정과 부정

의 양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폭탄 세례’나 ‘욕설 세례’와 같이 선행하는 명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정의 의미 운율이 나타나고 ‘칭찬 세례’나 ‘키스 세례’와 같이 선행하는 명사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에는 긍정의 의미 운율이 나타난다. ‘우산’은 은유적 의미 확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

었는가에 따라 의미 운율이 긍정과 부정의 양극으로 갈리게 된다. ‘보호’, ‘지원’, ‘대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긍정

의 운율을 형성하며, ‘통제’나 ‘은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부정의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 운율의 변화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될 때 겪게 되는 은유적 부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 어휘 의미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어떤 의미가 부각되어 은유적으로 확장되는가에 따라 긍정의 운율이나 부정의 운율

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의 경우 다량의 물에 잠기거나 젖게 되는 의식(ceremony)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다량

의 물체가 쏟아지다’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그러므로 다량으로 쏟아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운율로 

나뉘게 된다. ‘우산’의 경우에도 은유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미 운율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게 된

다. ‘우산’의 긍정적 측면인 ‘비로부터의 보호해주는 것’,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 ‘타인과 나누어 사용하거

나 빌려 주어 비 피해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 긍정의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함께 사용하면서 

타인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 부정의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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