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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e-Young. “Practising Irony as a Speaker’s Discourse Strategy for Increasing Social Intimacy, 

and Relevan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189-209. This paper pursues 

devising a Relevance-Theoretic account of practicing irony as a speaker’s discourse strategy for 

reinforcing social intimacy between interlocutors in communication. In general, irony has been regarded as 

a case of rhetorical figure, which conveys something opposite of what was literally said (see Van Enschot, 

Hoeken and Van Mulken 2006). With reference to the essence of irony, Sperber and Wilson (1995: 239) 

hold that “the attitude expressed by an ironical utterance is invariably of the rejecting or disapproving 

kind.” Including Sperber and Wilson (1981, 1995), in fact, most antecedent pragmatic accounts of irony 

use have focused on only its sarcastic purpose, which aims to ridicule or blame other’s mistakes and 

faults. As pointed out in Barbe (1995), Jorgensen (1996), and Culpeper (1996, 2011), however, irony can 

often be used as non-sarcastic purposes: what is called genteel irony. According to them, when genteel 

irony is used among close friends, peers or colleagues, it can strengthen their social intimacy and 

solidarity, instead of insulting or ridiculing each other. Although Sperber and Wilson’s (1981, 1995) 

previous approaches to irony, which view its nature as ‘echoic mentioning + rejection or dissociation,’ 

have concentrated their interest on explaining irony of sarcastic purpose, unlike them, I examine how 

irony can work as a discourse strategy for increasing social intimacy within the same principle of 

relevance. My approach is, therefor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expandability of Relevance 

Theory (henceforth RT), in that it verifies that even irony of non-sarcastic purpose can also be treated by 

a single principle of relevance within the same RT framework.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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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연구의 목표)

이 논문은 Sperber and Wilson(1981, 1995)의 ‘적합성원리(principle of 

relevance)’를 근간으로 하여, 1) 비유적 언어기제의 하나인 아이러니의 특징을 

개관하고, 2)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우회적으로 꾸짖고, 비난하는 냉

소적 아이러니(sarcastic irony) 사용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상대방의 장점이

나 성취를 유머러스하게 칭찬/격려하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

적 친밀감을 조성/강화시키는 비냉소적 아이러니(non-sarcastic irony)로 사용

될 수 있는지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 목표로 둔다.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Bussman 1996: 596)

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a rhetorical trope: the replacement of an expression 

that is meant by its opposite’라고 정의된다. 이에 덧붙여 Kreuz and 

Glucksberg(1989)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실제로 ‘말한 것’과

는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며, 이때 그 의미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책, 허물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 또는 조롱을 담는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공들

여서 청소해 놓은 방을 장난꾸러기 아들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역시 내 아들은 언제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니까!”라고 비아

냥대는 어조로 말하는 경우, 이것은 결코 화자의 아들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그 아들의 철없는 행동을 에둘러서 꾸짖거나 책망하는 

전형적인 냉소적 아이러니 발화로 성립한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러니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비난, 조

롱, 책망, 경멸하고자 하는 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상대방의 장점, 성취, 업적, 선행을 유머러스하게 칭찬하거나 격려 또

는 감사하고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사이의 사회적 유대와 친밀감을 조성/강화

시키고자 하는 비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어느 날 Tom은 오랜 객지생활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직장동

료 Jerry를 위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Jerry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기획한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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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Jerry 몰래 그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Jerry를 기다리다가 Jerry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함께 (1)과 같이 외치자 Jerry는 순간 너무 놀라서 어

리둥절하다 마침내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Tom and his colleagues: Happy birth day, Jerry! We always love you, 

and cheer up!

    Jerry: Ah ... All you devils! How on earth can I take vengeance upon 

you for this?

Jerry가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자신의 친구들의 애정 어린 배려에 감사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1)에서 Jerry가 행한 발화 (“아, 이런 악마들 같으니! 내가 도대체 이 원수를 어

떻게 갚지?”)는 Jerry의 속마음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에 Jerry의 아이러니 발화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저주, 악담에 해당하는 의미를 

띄고 있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책망,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 대한 감사와 행복감을 우회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irony of 

non-sarcastic purpose)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아이러니 발화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추론양상을 규명

하는 화용론적 연구는 주로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와 같이 ‘적합성(relevance)’을 지지하는 인지적 화용론자들

(cognitive pragmaticists)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화용론자들1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에 의한 아이러니 연구는 주로 냉소적 목적(irony of 

sarcastic purpose)의 아이러니 사용을 설명하는 것에만 주력해왔을 뿐, 비냉소

적 목적의 아이러니 (irony of non-sarcastic purpose)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서 (1)에서 제시된 Jerry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러니

  1 예를 들면 Curcó(2000), 이성범(2002), Kim(2013)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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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항상 누군가를 비웃거나 비난하는 냉소적 목적/동기에 의해서만 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Barbe (1995), Jorgensen (1996), 그리고 Culpeper (1996, 

2011)에서 논의되었듯이 화자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강화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담화전략의 면모를 갖기도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시하여 적합성원리의 이론적 틀 속에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

니 사용 역시도 ‘적합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

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합성이론(Relevance Theory, 이하 RT)의 

설명력을 강화하고 그것의 이론적 확장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선행 연구: 화용론에서 아이러니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1 (Neo-)Griceans의 관점에서 본 아이러니

    

Grice(1975)는 일상 언어기제로서의 아이러니에 관한 최초의 화용론적 접근

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화자가 행한 발화가 ‘질의 격률

(Maxim of Qual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을 고의

로 어기거나 조롱할 때 발생하며 이때 그것은(축어적 의미가 아닌) 함축의미를 

전달한다. 환언하면 Grice는 아이러니가 자연스런 언어사용에서 일탈된, 변칙적

인 언어사용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의 질문

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 갖는다.

i) 아이러니뿐만이 아니라 은유 역시도 질이 격률이 위반 또는 조롱될 때 발생하는

데, 그렇다면 아이러니는 은유와 어떻게 다른가?

ii) 어떤 발화의 경우, 오히려 질의 격률을 준수되고 있음에도 어째서 이 발화가 아

이러니로 성립이 되는가?

(ii)의 질문의 경우 Martin(1992)을 통해 이를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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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r friends are always there when they need us.

(Martin 1992: 81)

(2)는 자신이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찾아오는 의리 없는 친구들을 비꼬는 아이러

니 발화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실제로 의도한 의미의 반대가 아니

라, 오히려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2)의 발화가 질의 격률을 준수

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아이러니 발화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2)를 듣는 사람

은 ‘친구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공통의 믿음

을 상기하게 되고, 이와 대비되는 (2)를 통해 이것을 아이러니 발화로 받아들이

기 때문이다.

Attado(2000)와 Lagerwerf(2007) 등등과 같은 신그라이스학파(즉 

(neo)Griceans)는 아이러니에 대한 Grice(1975)의 입장을 이어받아, 이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비적절성(inappropriateness)’이란 개념을 통해 아이러니를 다

루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Lagerwerf(2007)는 (3)과 같이 주장한다.

(3) If the most salient meaning of an utterance is considered awkward in the 

context, the interpretation process should start all over again. In the 

renewed interpretation, the hearer may assume that humour, metaphor, 

or other not solely informative intentions are involved.

                                                 (Lagerwerf 2007: 1705)

  그러나 때로는 ‘비적절성’을 내포하지 않은 발화 역시도 아이러니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아이러니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설명적 한계

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주어진 (4)를 살펴보자.

(4) I like students who are not late for school.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이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는 학생에게 그의 그릇

된 행위를 우회적으로 꾸짖기 위해 “You are a model student”라는 식의 냉소

적 아이러니 발화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처럼 말할 수도 있다. 

이때 그 선생님의 진짜 의도는 ‘I dislike students who come to schoo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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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또는 ‘I like students who are habitually late for school’의 의미를 전달

하려는 것이 아니라, ‘I expect my students not to be late for school’을 의미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4)의 발화는 화자가 자신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과 똑같은 것을 발화한 경우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 그 화맥 내에서 ‘비적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임에도) 여전히 아이러니로 해석될 수 있다.

2.2 아이러니 해석과정과 적합성원리(Principle of Relevance)

이 절에서는 아이러니가 일상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

명하는 것과 연관하여, 아이러니를 다루는 여러 가지 화용론 이론들 가운데 RT

의 핵심 요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것의 이론적 특징과 장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2.2.1 적합성원리 개관

RT는 크게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원리들 위에 기반 한다.

(5) 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

Human cognition tends to be geared to the maximisation of relevance. 

                                        (Sperber and Wilson 1995: 260)

(6)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Every act of inferential communication communicates a presumption of 

its own optimal relevance. 

                                        (Sperber and Wilson 1995: 260)

이에 덧붙여 RT는 화자지향이 아닌, 청자지향이라는 점에서 화자지향의 Grice

이론과는 다르다. Sperber and Wilson(1995)의 주장에 따르면, 한 발화가 적합

한 것인지의 여부는 ‘cognitive effect(이하 인지효과)’와 ‘processing effort(이

하 처리노력)’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판단한다. 먼저 ‘인지효과’는 

하나의 발화에서 나오는 신정보에 의해 1) 구정보가 강화되거나 2) 그것이 말소/

교체되거나, 3) 또는 양자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제 3의 결론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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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효과’는 화맥 및 발화 속의 정보를 고려하여 내놓는 

한 개의 결론(다시 말해 ‘맥락적 함언, contextual implication’)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Sperber and Wilson(1995)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7) Contextual implications are contextual effects: they result from a crucial 

interaction between new and old information as premises in a synthetic 

implication.

(Sperber and Wilson 1995: 109)

즉 Sperber and Wilson(1995)에 따르면 ‘인지효과(cognitive effect) = 맥락적 

함언(contextual implication) =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인데, 이와 연계하

여 Sperber and Wilson(1995)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8) Having contextual effect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levance, and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greater the contextual effects, the 

greater the relevance.

(Sperber and Wilson 1995: 119)

그러므로 RT에 따르면 한 발화가 ‘맥락효과’(다시 말해 ‘인지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그 발화가 해당 발화환경에서 적합한 것으로 성립하기 위한(환언하면 그 발

화가 적합성을 가진 발화로 성립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부 동일 할 때 맥락효과가 클수록 ‘적합성’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커진다.

하지만 그 반면에 ‘처리노력’이 ‘맥락효과’를 넘어서면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적합성’은 줄어들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감소한다. 환언하면 화자가 

그 발화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발화를 하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처리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발화는 덜 적합한 것이 된

다. 예를 들어 pub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Tom과 Jerry, 그리고 Spike가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Brexit)가 결정되었다는 BBC방송의 보도내용을 들은 후, 향후 

영국의 국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묻는 Tom에 질문에 대해 Jerry

와 Spike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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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m: Brexit 후에 영국의 국내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 거 같냐?

  Jerry: 글쎄 ... 국민투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과 51.9%의 찬성만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Spike: Tottenham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몸값은 지금쯤 많이 올라갔을 거

야.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Tom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Spike의 발화보다 Jerry

의 발화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이유는 Jerry의 답변이 Spike의 그

것 보다 그들이 처한 담화상황에서 Tom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지식에 영향을 

주는 인지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자가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의 추론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가? RT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시성(manifestness)’에 그 

바탕을 둔 ‘인지적 환경(cognitive environment)’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들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A fact is manifest to an individual at a given time if and only if he is 

capable at that time of representing it mentally and accepting its 

representation as true or probably true.

(11) A cognitive environment of an individual is a set of facts that are 

manifest to him. 

(Sperber and Wilson 1995: 39)

위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르면 ‘인지적 환경’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추정/가정들까지도 모두 포괄할 만큼 매우 광

대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RT는 맥락이란 처음부터 고정되거나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발

화해석과정에서 ‘최적의 적합성(optimal relevance)’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참여

자들에 의해 탄력적으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의사

소통 참여자들에 의해 화맥(또는 맥락)이 선택될 때, 맥락효과 또는 맥락적 함언

이 그들의 ‘인지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즉 이러한 점은 일상 언어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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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표현/발화 A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시나 소설과 같은 문

학텍스트 속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광고 카피 속에서 등장한 것인지에 따라 해

석의 방향을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준다.

지금까지 RT의 이론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적합성’이

라는 단일 원리에 바탕을 둔 RT가 어떻게 아이러니를 규정하고 해석하는지를 논

의할 것이다.

2.2.2 RT의 시각에서 본 아이러니: ‘메아리적 언급 + 거부 또는 이탈

      (Echoic mentioning + rejection or dissociation)’

소절 2.1에서 아이러니에 대한 (neo-)Griceans의 접근을 개관하였고, 이것이 

아이러니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한계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접근과 대비되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의 RT가 어떻게 아이러니를 다루는지를 논

의하기로 한다.

아이러니에 대한 (neo-)Griceans의 접근은 아이러니가 질의 격률이 위반되거

나, 혹은 ‘비적절성’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 즉 그것이 자연스런 언어사용으로

부터의 일탈의 결과라고 여긴 반면,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Wilson 

and Sperber(1992)는 아이러니의 특성을 ‘메아리적 언급 + 거부 또는 이탈

(echoic mentioning + rejection or dissociation)’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연관

하여 Sperber and Wilson(1995: 239)은 “the attitude expressed by an 

ironical utterance is invariably of the rejecting or disapproving kind”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더 나아가 RT는 아이러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 의미와 축어적 의미의 

두 가지의 층위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한다. 즉 RT의 접근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축어적 의미들과 은유나 환유 같은 다른 비유어 의미들과 함께 똑같

은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데 최적의 적합성(즉 극대화된 ‘인지효과’를 도출하는 

해석)을 모색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맥

락에서 아이러니적 해석이 선택된다.

이에 덧붙여서 RT는 ‘질의 격률이 유표하게 의도적으로 위반 또는 조롱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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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가 발생 한다’라고 여기는 Grice(1975)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

이러니에 대한 Grice(1975)의 입장과는 달리, Sperber and Wilson(1981, 

1995) 그리고 Wilson and Sperber(1992)와 같은 ‘적합성’을 지지하는 화용론자

들은 아이러니가 ‘use’의 상대 개념인 ‘mention’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아래에 

제시된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2) a.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b. Elton John says,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즉 (12a)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는 자기가 실제로 믿거나 생

각하고 있는 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그 반

면에, (12b)의 그것은 화자가 ‘사용’한 것이 아닌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RT는 

아이러니의 본질을 ‘사용’이 아닌 ‘언급’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구분과 연관하여 

Sperber and Wilson(1995: 239)은 ‘the speaker dissociates herself from the 

opinion echoed and indicates that she does not hold it herself’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특히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문자 그대로 (즉 축어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아이러니적으로 ‘언급’할 때 그 화자의 진짜 의도는 상대방이 행한 발

화나 행동/태도의 의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

황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를 표방하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아이러니가 

성립하는지를 보다 더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나오는 예를 살펴보자.

(13) (수업을 빨리 끝내달라고 조르는 학생들과 이를 대하는 담당 교수의 대화에서)

     학생들: (매우 어리광부리는 어조로) 아잉~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

면 안 돼요?

     교수: (아주 우스꽝스럽고 빈정대는 톤으로) 아잉~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엄격한 톤으로) 응. 안 돼, 요 녀석들아. 진도 다 끝내려면 갈 길

이 아직도 한참 먼데 뭔 소리야?

RT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아잉~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를 ‘사용’한 것인 반면, 교수는 똑같은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만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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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13)의 교수의 발화를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된다면 그 교수가 자신의 학생

들이 분별없음을 야단치거나 비아냥대기 위해 냉소적 아이러니(sarcastic irony)

를 사용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그 교수는 1) 자신의 학생들이 행한 선행발

화를 복제하고, 2) 자신이 수락하지 않거나 용인하지 않는 그 안의 명제 (‘자신의 

학생들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한다’)를 메아리적으로 언급(echoic 

mentioning)하는 한 편, 3)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이탈/분

리시킴으로써 아이러니를 성립시킨다.

그렇다면 아이러니는 반드시 화자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복제하여 이를 메아

리적으로 언급할 때만 성립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때로는 타인이 행한 

앞서의 발화를 복제하지 않더라도 아이러니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Tom과 Jerry의 대화를 살펴보자.

(14) Tom: 만일 네팔 해군이 영국을 공격하면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Jerry: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거 이러다 사하라 잠수부대에 비상이 걸리겠

는데?

(14)의 경우를 살펴보면 Jerry는 Tom의 터무니없는 기우를 조롱하는 냉소적 아

이러니를 성립시킨다. 즉 평소 허무맹랑한 몽상에 빠져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

는 Tom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Jerry는 어느 날 Tom이 (예의 늘 그러하듯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걱정을 해대자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거 이러다 

사하라 잠수부대에 비상이 걸리겠는데?”라며 비아냥조로 대응한다. 이 경우에 

Jerry의 발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은 그만 해라’ 또는 ‘나는 너의 그런 식

의 터무니없는 기우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에둘러서 나타낸다. 

그런데 Seto (1998)에서 주장된 바를 여기에 적용해보면, 이때 Jerry가 행한 

발화는 (13)의 경우와는 다르게 Tom이 행한 앞선 발화를 복제하여 메아리적으

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Sperber and Wilson(1995)이 주장한 아이러니에 

대한 본래의 정의에서 일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동일한 이론적 틀 

속에서 합리화하고자 Sperber and Wilson(1998)은 ‘메아리적 언급(echoic 

mentioning)’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서 그것이 타인의 앞선 발화와 그 속에 내

재된 명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통용되는 상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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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규범, 통념은 물론 그 발화 속의 함축의미까지도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하는 

한 편, 이에 덧붙여 모든 아이러니 발화는 본질적으로 메아리적임을 주장한다.2

(14)에서 Jerry가 행한 발화를 Sperber and Wilson(1998)의 접근을 따라서  

재해석해보면, Jerry의 발화는 Tom이 행한  앞선 발화를 똑같이 복제하는 대신, 

그 속에 내재된 명제의미 (‘Tom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네팔 해군이 영국을 

공격함으로써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는 그로부터의 

함축 (‘Tom은 쓸데없는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를 메아리적으로 언급하면

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그로부터 이탈/분리시킴으로써 ‘그런 쓸데없는 걱

정은 그만 해라’ 내지는 ‘나는 너의 그런 허무맹랑한 걱정에 동조할 수 없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III. 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 사용을 넘어서 -‘비난’과 ‘조롱’이 아

    닌 사회적 친밀감 조성/증대를 위한 아이러니 사용

앞장에서는 RT가 아이러니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해석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관련한 간략한 논의를 하였다.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의 아이러니에 관한 통찰의 

핵심은 ‘아이러니의 본질은 메아리적 언급이며, 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냉소적 목적으로 사용 된다’라는 것이다. 그러

나 Dews, Kaplan and Winner(1995)와 이성범(2002)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냉

소적 목적이외에도 상대방의 장점, 업적, 성취를 유머러스하게 칭찬/격려하거나,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 조성, 그리고 체면 살리기(face-saving)

와 같은 비냉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화자의 담화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Sperber and Wilson (1998)의 견해에 대해 Utsumi (2000), Seto (1998),  Giora 

(1995)와 같은 일단의 화용론자들은 “아이러니의 모든 유형들을 전부 다 메아리적 언급 

(echoic-mentioning)만으로 다룰 수는 없다”라는 식의 반론을 내놓고 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 주제를 다

루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차후의 논의 대

상으로 남겨 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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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비록 RT는 냉소적 아이러니를 설명하는데 주력했을 

뿐 비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러니에 관한 구체적인 통찰을 내놓지 않았

지만) RT의 접근에 의거하여 아이러니의 또 다른 면모를 설명함으로써 이 또한 

RT의 이론적 테두리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원

리는 Leech (1983)가 그의 ‘공손성 원리(The Principle of Politeness)’의 하위 

개념으로 제시한 ‘아이러니 원리(The Irony Principle)’와 ‘밴터 원리(The 

Banter Principle)’인데, 그것들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5) The Irony Principle(IP):

     If you must cause offence, at least do so in a way which doesn’t 

overtly conflict with the PP[Principle of Politeness], but allows the 

hearer to arrive at the offensive point of your remark indirectly, by 

way of implicature. 

(Leech 1983: 82)    

(16) The Banter Principle:

     In order to show solidarity with h, say something which is (i) obviously 

untrue, and (ii) obviously impolite to h. 

(Leech 1983: 144)

위에 제시된 두 개의 원리들에 따르면 일상 언어사용자들이 아이러니를 사용하

는 목적은 단지 ‘냉소(sarcasm)’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즉 일상 언어사용자들

은 그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을 유머러스하게 칭찬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아이러니를 사

용하기도 한다. 이때 이러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3는 (냉소적 아이러니가 

표면적으로는 긍정의 태도로 다가오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부정의 태도를 내세우지만 궁극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1)에서 Jerry의 발화는 표면적으로는 “아, 이런 

  3 이러한 목적/의도로 사용되는 아이러니는 냉소적 아이러니(sarcastic irony)와 구별하기 위해 우

아한 아이러니(genteel iron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성 도모 

및 통합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그냥 아이러니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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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들 같으니! 내가 도대체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태도

를 내세우지만, 사실 Jerry가 상대방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의미

는 ‘난 정말 감동 받았고, 내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 사용을 어떻게 RT의 이론적 테두

리로 수용할 수 있을까? 앞서 논의하였듯이 Sperber and Wilson(1981, 1995)

과 Wilson and Sperber(1992)는 모든 유형의 아이러니가 ‘메아리적 언급 + 거

부 또는 이탈(echoic mentioning + rejection or dissociation)’이라고 일반화한

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메아리적 발화들이 어떤 대상/발언 X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명제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태도의 명제 또한 역시 반향할 수 있다고 가

정하면 냉소적 아이러니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아이러니도 RT가 설정한 ‘메

아리적 언급’의 영향권에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거부 또는 이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냉소적 아이러니가 사용될 때 이는 곧 청자

의 행위, 태도 또는 화자가 당면한 상황이 뭔가 그릇되거나 잘못되었거나 또는 

못마땅한 것이 있음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화자는 냉소적 아이러니 사용(“아이

구, 아부지 ~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집안에 인물 났네, 인물 났어!”)을 통해 자신

의 아들이 전교 꼴찌를 하고도 그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천

하태평일 때(예를 들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라는 식으로 말할 때) 자신

의 아들이 그 상황에 대해 갖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즉 ‘전교 꼴찌 한 것이 뭐

가 어떤가?’)을 반향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그로부터 이탈/분리시킨다.

반면에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가 사용되는 경우, 청자는 칭찬이나 격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것 X를 행한 것이고, 이에 청자를 유머러스하게 칭찬 또

는 격려하고자 의도하는 화자는 그 X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 명제에 의

해 표상되는 견해 또는 공통의 지식, 믿음 등을 반향 한다. 그래서 RT의 접근에 

의거하여 비냉소적 아이러니(즉 genteel irony) 역시도 ‘거부 또는 이탈’의 경우

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비냉소적 아이러니로 사용

된 (17)의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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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상 사장님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장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성

실한 청소부가 있는데, 어느 날 평소 그를 기특하게 여긴 사장님이 아이러니

를 사용하여 그를 유머러스하게 칭찬하는 상황에서)

       

     “자네가 내 방을 청소한 이래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네. 그건 말이야 언

제나 내 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깨끗하단 말이지. 특히 내 

책상과 이 바닥이 무지하게 반짝거리고 미끄럽다 보니 파리, 모기들이 낙상

할 지경이야. 그런데 이러다 어느 날 내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치기라도 하

면 자네가 내 대신 병원비 물어줄 건가?4

(17)의 경우를 RT의 접근으로 분석하면, 화자는 ‘청소부가 누군가의 방을 깨끗

이 청소하는 것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

이다’라는 공통의 통념/믿음을 메아리적으로 언급하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로

부터 자신을 분리/이탈시킴으로써 아이러니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는 비냉소적 목

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러니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지만, 본 저자는 

그들이 견지하는 ‘메아리적 언급’으로서의 아이러니가 가진 본질은 ‘메아리

(echo)’의 방향성이 ‘긍정-부정’에서 ‘부정-긍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모색한다.

이성범(2002: 55)은 (17)의 예와 관련하여 “아이러니를 발화하는 사람은 청

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에 따르면 “형제나 친구처럼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사람이라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

게 긍정적인 것일수록 아이러니를 발화한 사람의 지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 청소부에게 (17)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반면

에 그 청소부는 그 사장님에게 이런 식의 아이러니 농담을 감히 구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성범(200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여자보다는 남

자가 더 많이, 어린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아이러니가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나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4 이성범(2002: 55)에서 제시된 예를 본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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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2002)의 견해는 Culpeper(1996, 2011)나 Jorgensen(1996)에서 표방

하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 Culpeper(1996, 2011)와 Jorgensen(1996)에 따

르면 아이러니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업적을 칭찬/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사

소통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화자의 담화전략의 일환

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Culpeper(1996)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18) I once turned up late for a party, and upon explaining to the host that 

I had mistaken 17.00 hours for 7 o’clock, I was greeted with a smile 

and words “You silly bugger.” I knew that the impoliteness was 

superficial, it was not really meant, and that I had been accepted into 

the party.

(Culpeper 1996: 352)

이어서 Culpeper(1996)는 Leech(1983)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 The more intimate a relationship, the less necessary and important 

politeness is. In other words, lack of politeness is associated with 

intimacy, and so being superficially impolite can promote intimacy.

     (Culpeper 1996: 352)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은 이런 식의 아이

러니 구사는 자칫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자의 진짜의도를 오해하게 만들 수

도 있는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Haverkate(1990)에 따르면 긍정적 메시

지 (상대방에 대한 칭찬/격려 또는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

달하고자하는 비냉소적 아이러니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발화로 나타나기 때

문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발화로 나타나는 냉소적 아이러니 보다 상대방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크다. 즉 비냉소적 아이러니는 화자 자신이 실제로는 믿

고 있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만일 이를 받아

들이는 청자가 화자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원래 발화의 표면

에 나타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정말로 화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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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른이 한 어린 아이가 귀

엽다는 뜻으로 장난스럽게 “아이구~ 그놈 참 밉상이네. 에라, 요놈아, 넌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못 생겼냐?”라고 말할 경우, 그 순진한 아이는 그 어른의 아이러

니가 전달하는 진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나

머지 그 자리에서 왈칵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냉소적 목적으

로 사용되는 아이러니는 그 숨은 의도가 부정적인 것이긴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

로는 긍정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 센스가 없는 청자가 그 진의를 

오해하거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화자는 이를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냥 별 다른 문제없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비냉소적 아이러니 사용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 

조롱 대신 그의 체면을 살리고, 그와의 사회적 친밀감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뒷

받침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다음의 사례는 2002년도에 제작된 한

국의 공익광고에서 제시된 것이다.

(20) (혼잡한 출근 길 지하철 속에서 한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의 발을 밟았을 때)

남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얏!

여자: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해하며) 어머 ... 괜찮으세요?

남자: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화난 어조로) 또 밟으면 ...! 

      (곧 씩 웃으면서 장난스런 어조로)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여자와 주변 사람들: (유쾌한 분위기에서) 하하하 ~

나레이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교통문화의 푸른 신호등 -- 공익광고협의회5

위의 (20)에 등장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 남자가 행한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라는 발화는 바로 앞서 논의한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증대하기 위한 비냉소적 아이러니 사용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혼잡한 출근 길 지하철 속에서) 한 여자가 실수로 엉겁결에 옆에 있던 

남자의 발을 밟았을 때 어쩌면 그 남자는 굉장한 통증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직장/가정일 때문에 골똘하다 못해 심기가 불편하던 상황이었다면 

  5 https://www.youtube.com/watch?v=HOZUNX9uk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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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매우 짜증스런 기분이 들어서 그 여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그녀의 실수

를 책망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비냉소적 아이러니를 구사함으로써 그녀의 체면 살리기(face-saving)를 하고 있

으며, 그와 동시에 자칫하면 어색하거나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유머러스하

게 반전시키고 있고, 이로써 상대방과의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증대시키고 있다.

RT의 접근을 따라 이 경우를 재분석해보면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

다”를 발화하는 남자는 청자인 그 여자가 자신과 동일한 인지적 환경에 속해 있

다는 추정 하에 ‘타인의 발을 밟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실례이며 호감을 유발

할만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세상의 상식이나 통념을 메아리적으로 언급하고 이

것을 거부하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이탈/분리시킴으로써 아이러니를 성립시킨다. 

더 나아가 그 남자가 그냥 축어적으로 무덤덤하게 “괜찮아요” 또는 “(타인의 

발을 밟지 않도록) 앞으론 주의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라는 식의 아이러니 발화를 한 까닭은 (RT의 이론적 틀에 따르

면) 인지효과와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때그때 선택되는 화맥 속에서 

적합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거나 선택한 것으

로 봐야 한다. 즉 최악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그 남자의 진짜 의도를 오해하고 

“당신, 지금 나를 희롱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화자는 그 발화상황에 맞추어 선택되어진 맥락요

소와 청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그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

시적 자극(ostensive stimuli)을 내놓는다. 이에 화자가 내놓은 아이러니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청자가 누리는 인지효과와 그가 들이는 처리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최적의 적합성이 달성된다. 일단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 의해 제대로 파

악이 되면 축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이 자칫하면 경직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양자 간의 친밀도를 증

대시키며, 더 나아가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효과 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화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며, 따라서 그 화자의 발화는 최적의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발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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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아이러니가 비냉소적 목적(irony of non-sarcastic 

purpose)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그것을 화용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이는 주로 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 (irony 

of sarcastic purpose)사용을 설명하는 것에만 치중해온 기존의 화용론 연구들

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아이러니는 일종의 수사적 비유(rhetorical trope)로 여겨져 왔고, 

일반적으로 실제 ‘말해진 것’의 정반대 의미를 전달하며, 이때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 그리고 화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난,’ ‘조롱’ 또는 

‘경멸,’ ‘한탄’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언어 기제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때때로 이러한 냉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장점이나 업적을 유머러스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비냉소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냉소적 아이러니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

도와 유대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화자의 담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데, 본 논문은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

가 표방하는 ‘메아리적 언급(echoic mentioning)의 접근을 기조로 하여 RT의 이

론적 틀 속에서 비냉소적 아이러니의 사용 역시도 ‘적합성원리(principle of 

relevance)’라고 하는 단일한 화용론적 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을 입증하였다. RT는 Grice(1975)에서 규정된 아이러니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거부하고 ‘메아리적 언급과 거부 또는 이탈(echoic mentioning + rejection or 

dissociation)’이라는 독창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러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의 사용을 주로 냉소적 목적/동기에

만 한정시키고 이에 관한 연구에만 주력을 해온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RT가 내세우는 이론적 틀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설명적 확장성에 주목하여 RT

에 의한 접근에 의해서도 비냉소적 아이러니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

장하고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것은 RT의 설명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의 이론

적 확장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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