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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를 비교하는 

데 있다. 양국 주식기사에 나타난 은유 연구를 통해서 은유 연구 영역의 다양화를 시도하

고 한․중 간의 인지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과 

한․중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가가 표현되

는 양상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비슷하게 '주가', '주식', '주식회사' 세 가지가 나타났고, 

한국어에서 '주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주식'을 더 많이 사용하

였다.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주가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다]와 

같은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이다]와 같이 

한국 주식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국 주식기사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국어 한자어 은유표현이 중국어에서 다른 양상으로 사용되거나 양쪽의 은유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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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주식기사, 주가(株價), 개념적 은유, 한국, 중국, 대조

Ⅰ. 머리말

Lakoff&Johnson(1980)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란 한 영역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다. 우리가 이해

하려고 하는 개념적 영역은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은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고 한다.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구체적, 물리

적, 감각 운동적이며 명확하게 윤곽이 주어지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

표영역은 우리가 인지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 주관적, 심리적이며 그 

윤곽이 불명확하고 구조화 되지 않은 경험이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는 우

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으로써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Lakoff&Johnson 1980:3-21, 임지룡 1997:177-188 참

조).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와 '은유

적 언어 표현(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은 엄격히 구별되어

야 하며 '개념적 은유'는 사고하는 방식이며 '은유적 언어 표현'은 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곧 개념적 은유는 은유 표현을 통해 수렴될 수 있으며 

은유 표현은 개념적 은유를 명시하거나 구체화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

를 비교하는 데 있다. 그동안 주식 관련 개념적 은유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 성과가 없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王

耿(2008), 楼有根(2013)에서 주식 관련 은유의 형성을 논의한 성과를 거두



한국과 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株價) 련 개념  은유 조  93

고 있으나 구체적 은유의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다. 주식 영역은 전문적이

고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과 개념들을 쉽게 전달

하기 위해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 나타

나는 은유를 대조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 나타난 은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은유 연구의 영역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한․중 간의 인지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주식기사에서 주가에 관한 은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를 연구대상으로 삼았

다. 주식기사는 한국과 중국 신문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한국 신문

으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인터넷 사이트, 중국 신문으로는 新浪网과 

中国经济网을 선정하였다1). 조선일보와 新浪网은 보수적 정치 입장을 취

하고 한겨레와 中国经济网은 진보적 정치적 입장을 표하고 있어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은유표현을 수집하는 것이 정치적 관념이나 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사이트 선정하여 2017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나온 기사들을 각각 20편을 수집한 후, Pragglejaz Group(2007)

에서 제기했던 은유 식별 방법(MIP)을 기준으로 주가 관련 은유를 살펴보

았다2). 그 후에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 나타난 주가 관련 은유를 각각 

논술하고 대조연구의 방법으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 주가에 관한 개념적 

 1) 新浪网은 중국에서 인터넷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장기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中国

经济网은 经济日报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중국에서 가장 권위적 경제 전문 

사이트이다.

 2)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만든 8인 스터디에서 수집된 한국 기사 40편을 

검토하였다. 또한 Pragglejaz Group(2007)에서 제기했던 은유 식별 방법(MIP)을 기

준으로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은유라고 판단하면 은유로, 아니라고 판단하면 은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중국 기사 40편에 대해서도 저자가 소재한 중국 대학교의 중문과 

교수 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은유를 식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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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경제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 성과에는 한국의 경우 박영순(2000), 

제민경 외(2014), 정수진(2015), 권연진(2016), 심지연(2016) 등이 있다.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은유 사례를 살펴본 박영순(2000)은 경제 신문에 나

오는 은유적 표현을 일부 살펴보았으며, 제민경 외(2014)는 세 경제 신문

의 표제어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를 분석하여 은유를 통해 담화가 재구조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수진(2015)은 종합 일간지와 경제 일간지의 경

제 기사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종

합 일간지에서 더 다양한 근원영역의 은유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권연진(2016)은 경제 기사에 나타난 식물 은유를 중심으로 

씨 뿌리기, 성장, 열매, 시들기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으며, 심지연(2016)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구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살펴보면서, 구어 경제 텍스트에는 낯선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경제 은유 연구는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 

경제 기사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에 관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와 영

어 경제 기사에 나오는 은유 대조이다. 중국 경제 기사에 나타난 은유에 

대하여 譚業昇(2010)은 중국 개혁개방을 경계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 두 

시기의 경제 기사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를 대조 분석하였으며 劉雪蓮

(2013)은 경제 기사에 나오는 은유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중점적으로 '경

제는 사람이다', '경제는 자연현상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등을 분석하였

다. 중국어와 영어 경제 은유에 관한 대조 연구는 田雷(2013), 陳林海 외

(2016), 任朝旺 외(2016)등이 있다. 田雷(2013)는 '경제는 전쟁이다' 은유

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영어에서 경제를 전쟁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을 대조 

연구하였으며 陳林海 외(2016)는 중국어와 영어 경제 기사에 나타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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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은유의 양상을 분석하여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任朝

旺 외(2016)는 '경제는 사람이다'와 '경제는 전쟁이다' 은유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주가가 표 되는 양상

'주가'에 관한 개념적 은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

을 보겠다. 다음은 몇 가지 예문들이다.

(1) 가. 9만 원대 초반에 머물던머물던머물던머물던머물던 주가는 현재 9만9000원까지 올라 10만원선

에 바짝 다가섰다다가섰다다가섰다다가섰다다가섰다. (조선일보, 2017.5.24.)

   나. 주가가 낮은낮은낮은낮은낮은 데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이익이 시장에 반영 되면서 

상승 대열에 끼는 종목이 많았다. (한겨레, 2017.6.29.)

위 (1가)에서 주가가 '머물다'와 '다가서다'와 같은 이동 동사의 주체로

서 나타나고 있으며 (1나)에서 공간적 개념 '낮다'를 사용하여 '주가 가격

이 싸다'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1가)와 (1나)에서처럼 

주가가 그 표현 양상에 있어 '주가'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또 보자.

(2) 가. 주식시장으로 해석하면 내 주식이 헤매고헤매고헤매고헤매고헤매고 있는 동안 다른 주식이 

급등하는급등하는급등하는급등하는급등하는 걸 보는 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한겨레, 2017.3.23.)

   나. 4일 손오공은 전날보다 1.39% 내린 5760원을 기록했다기록했다기록했다기록했다기록했다. (조선일보, 

2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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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에서 '주식이 헤매다'와 '주식이 급등하다'에서처럼 주가의 표현 

양상에 있어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나)에서 은유표현 '기록하다'

의 주체가 '손오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가를 주식회사로 환유적으

로 대신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국기사에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은 주

로 '주가', '주식', '주식회사'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다음은 중국 

주식기사에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3) 가. 7月11日午盘 盘, 贝因美股价突然“跳水跳水跳水跳水跳水”, 从股价跳水跳水跳水跳水跳水到跌停, 过

程仅仅耗时8分钟。(中国经济网 2017.7.13.)

(7월 11일 오후 시장이 개장된 후에 베이인메이 주가가 갑자기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 시작하였고 겨우 8분 만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나. 但与此同时, 上述32只个股中, 有9只个股股价出现10%以上的下下下下下

跌跌跌跌跌。(新浪网 2017.7.14.)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32개의 주식 중에서 9개가 10% 이

상 넘게 하락하였다하락하였다하락하였다하락하였다하락하였다.)

(4) 가. 近期还有一些个股未出业绩预告前就出现闪崩, 如贝因美7月11日 

上演上演上演上演上演闪崩戏码, 跌停后停牌至今。(新浪网 2017.7.14.)

(요즘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한순간에 무너졌던 주식들도 있

는데 예를 들어 7월11일에 베이인메이가 아주 짧은 시간에 무너졌

다는 연극을 연출하였고연출하였고연출하였고연출하였고연출하였고 지금까지 거래를 중지하고 있다.)

   나. 今天下跌下跌下跌下跌下跌股票2000余只, 跌幅超过5%的接近120家。(新浪网 2017. 

7.10) 

(오늘 2000여개의 주식이 떨어졌고떨어졌고떨어졌고떨어졌고떨어졌고 그 중에서 120개의 주식들이 

5% 넘게 하락하였다.)

 3) 주식 기사를 보면 항공주, IT주, 내수주, 대형주 등과 같은 표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주식의 하위분류이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모두 '주식'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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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에서 운동선수가 높은 다이빙대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跳水'를 

통해 주가가 짧은 시간에 대폭 하락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3나)

에서는 공간 개념 '위-아래'를 통해 주가 하락을 이해하고 있다. 예문 (3)

을 보면 근원영역 주가가 '주가' 자체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

에서 주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하한가로 떨어진 현상을 연극으로 보고 주

가를 이런 연극을 연출했던 주체로 보고 있으며 (4나)에서 '위-아래' 개념

으로 주가의 하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에 있어 

예문(3)과 달리 (4가)에서 주가가 '贝因美'란 주식회사, (4나)에서 주가가 

'股票(주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기사

에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가가 표 되는 양상

구분

출 양상

한국 주식기사 국 주식기사

출 수 백분율 출 수 백분율

주가 157개 43.73% 76개 25.50%

주식회사 104개 28.97% 107개 35.91%

주식 98개 27.30% 115개 38.59%

합계 359개 100% 298개 100%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에 있어 한국과 중국

은 비슷하게 '주가', '주식회사', '주식'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주가〉주식회사〉주식으로, 중국은 주식〉

주식회사〉주가의 순이다.

Ⅲ. 한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련 개념  은유

앞 절에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고 본 절에서는 주가에 관



98  韓民族語文學 第78輯

한 개념적 은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다/

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위-아래'의 은유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은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다/낮다', 또는 

위로 혹은 아래로 이동함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

게 익숙한 구체적․공간적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기사에서 주가를 이해하는 데에 '위-

아래'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

겠다.

(5) 가. 김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 하반기 광고 반등 기대감 등으

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는 여전히 높기높기높기높기높기 때문에 급격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고 내다 봤다. (조선일보, 2017.5.24.)

   나. 주가가 낮은낮은낮은낮은낮은 데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이익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상승 대열에 끼는 종목이 많았다. (한겨레, 2017.6.29.)

(5)에서 보듯이 (5가)에서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주가의 가격이 비싼 

것은 ‘주가가 높다', (5나)에서 주가 가격이 싼 것은 ‘주가가 낮다’로 나타

나고 있다. ‘높다’, ‘낮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주가가 처해 있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6) 가. 지난 27일에는 트럼프 케어가 철회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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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투자 공약이 지켜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포스코의 주

가는 3.05% 하락했다하락했다하락했다하락했다하락했다. (조선일보, 2017.03.31.)

   나. 한화테크윈 주가는 2016년 1월 21일 3만450원에서 같은 해 10월 

19일 6만 8600원까지 빠르게 상승했다상승했다상승했다상승했다상승했다. (조선일보, 2017.02.23.)

   다. 아이티(IT) 주식이 계속 오르고오르고오르고오르고오르고 있다. (한겨레, 2017.6.29.)

   라. 삼성전자 주가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210만9000원까지 

치솟아치솟아치솟아치솟아치솟아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한겨레, 2017.3.16.)

위 (6가)에서 트럼프 경제 정책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가 싸졌다는 것을 

‘아래’ 방향과 관련된 ‘하락하다’로 나타내고 있고 (6나), (6다), (6라)에서 

주가가 비싸지는 것을 각각 ‘상승하다’, ‘오르다’, ‘치솟다’와 같은 ‘위’ 개념

과 관련된 표현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표현들은 위에서 아래

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주가의 상태가 아닌 주가의 변

화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

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과 움직임이 없는 상

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은유 양상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 주가 련 ' -아래' 은유가 나타나는 양상4)

 4) <표2>에 나타난 움직임이 있는 은유표현들은 이동의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 

'위-아래'은유로 분류하기로 한다.

' ' '아래'

움

직

임

이

있

음

표현 출현수 백분율 움

직

임

이 

없

음

표현 출현수 백분율

하락하다 40 57.14%오르다 81 52.94%
내리다 8 11.43%

상승하다 44 28.76% 떨어지다 8 11.43%

추락하다 5 7.14%

급등하다 10 6.54%
급락하다 3 4.28%



100  韓民族語文學 第78輯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서 움직임

이 없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은유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오르다'가 52.94%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개

념과 관련된 은유도 또한 움직임이 있는 은유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락하다'가 57.1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5)

'이동'은 이동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로를 따라 공간적인 위치를 바

꾸는 것을 말한다(Frawley 1992: 171, 임지룡 2009: 280 참조). 주가는 여

러 가지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어떤 수치에 머무르거나 

다가서거나 그 수치를 넘어서듯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주체의 관점에서 주가를 관

찰하는 은유를 주식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5) 이 절에서 '위-아래' 은유의 경우를 제외하고 논하기로 한다. 

올라가다 5 3.27%

반등하다 5 3.27%
폭락하다 2 2.86%

내려가다 1 1.43%

치솟다 3 1.96%

내려오다 1 1.43%
높아지다 1 0.65%

움

직

임

이 

없

음

높다 4 2.61%

움

직

임

이 

없

음

낮다 2 2.86%

합계 153 100% 합계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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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그러나 현재 손오공 주가는 마텔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5420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되돌아갔다되돌아갔다되돌아갔다되돌아갔다되돌아갔다. (조선일보, 

2017.5.6.)

   나. 삼성전자 주가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이어가며이어가며이어가며이어가며 장중 210만9000원까지 

치솟아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한겨레, 2017.3.16.)

   다. 주식시장으로 해석하면 내 주식이 헤매고헤매고헤매고헤매고헤매고 있는 동안 다른 주식이 

급등하는 걸 보는 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한겨레, 2017.3.23.)

   라. 삼성전자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선넘어선넘어선넘어선넘어선 시점은 상장 뒤 28년이 지난 

2004년 1월9일이다. (한겨레, 2017.3.6.)

위 (7가)에서는 손오공의 주가가 마텔과의 계약 체결로 인한 상승세를 

마감하고 다시 떨어졌다는 것은 '되돌아가다'로 표현되고 있으며 (7나)에

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이어가다'를 사용

하여 설명하고 있다. (7다)에서는 주가가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는 것이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를 뜻하는 '헤매다'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7라)에서는 주가가 50만원이면 비싸다는 것을 전제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비싼 5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마치 어떤 이동의 주체가 높은 부

분의 위를 넘어서 지났다는 것처럼 보여서 '넘어서다'를 통해 묘사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은유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국 주가 련 이동 은유의 양상

표 출 수 표 출 수

이어가다 7개 다가서다 1개

움직이다6) 6개 되돌아가다 1개

넘어서다 3개 횡보하다 1개

넘다 3개 이어오다 1개

벗어나다 3개 헤매다 1개

머무르다 3개 접어들다 1개



102  韓民族語文學 第78輯

<표3>에서 보듯이 한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은유 중에서 이동 

표현은 17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도수는 '이어가다'와 '움직이다'가 상

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3. [주가는 동작이나 행 의 주체다]

주식기사에 주가를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몇 가지의 예를 살펴보겠다.

(8) 가.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면서경신하면서경신하면서경신하면서경신하면서 오르는 이른바 대세다 상승이 전체의 

15%에 불과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시장은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한겨레, 2017.6.1)

   나. 안진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바닥을 다지자다지자다지자다지자다지자 

저가매수 세력이 몰린 것”이라며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르진 않겠

지만, 방산 산업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

했다. (조선일보, 2017.02.23.)

   다. 삼성전자 주가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210만 9000원까지 

치솟아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쓰고쓰고쓰고쓰고 있다. (한겨레, 2017.3.16.)

   라. 포스코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다가도보이다가도보이다가도보이다가도보이다가도 미국 증시 움직임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약

세를 보이는보이는보이는보이는보이는 등 주가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7.03.31.)

 6) '움직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 또는 자세

나 자리를 바꾸다'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수집한 자료로 보아 자세의 바뀜이 아니라 

자리의 바뀜을 목표영역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본 논문에서 '움직이다'에 

의한 개념적 은유를 이동은유로 분류하기로 한다. 

달리다 2개 가다 1개

밀려나다 1개 넘나들다 1개

밀리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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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8)은 주가의 추상적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가를 동작이나 행

위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8가)에서는 원래의 가격을 그 보

다 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주가의 동작이나 행위로 보고 있다. 

(8나)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제현상에 대해 ‘주가가 바닥을 다

지다'로 표현하고 있다. (8다)에서는 주가를 '쓰다'의 주체로 간주하여 삼

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 (8라)에

서는 주가를 '보이다'의 주체로 보면서 주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동작이나 행위 관련 은유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한국 주가 련 동작이나 행  은유의 양상7)

표 출 수 표 출 수

보이다 24개 잇다 1개

기록하다 14개 잡다 1개

주춤하다 8개 열다 1개

경신하다 7개 꿈틀거리다 1개

마감하다 6개 돌파하다 1개

바닥치다 3개 반복하다 1개

그리다 3개 고꾸라지다 1개

그치다 3개 찍다 1개

타다 3개 갈아치우다 1개

반전하다 2개 다지다 1개

힘입다 2개 부활하다 1개

지속하다 2개 돌아서다 1개

쓰다 2개 고르다 1개

고쳐쓰다 2개 방어하다 1개

쉬다 1개 살아나다 1개

숨죽이다 1개 지속하다 1개

위 <표4>에서 보듯이 주가 관련 은유에서 사용된 동작이나 행위 관련 

 7) <표4>에서 제시된 은유표현들은 다른 의미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아서 본고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동작이나 행위라는 하나의 분류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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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표현은 모두 3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보이다’와 ‘기록하다’로 나타나고 있다. 

Ⅳ. 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련 개념  은유

1.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다/

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한국 주식기사와 비슷하게 중국 주식기사에도 '위-아래' 개념에서 주가

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9) 가. 纵观这些低价股近年业绩表现, 可以看出, 业绩欠佳是制约公司股

价上涨上涨上涨上涨上涨的关键。(新浪网 2017.7.16.)

(주가가 낮은 이들 주식회사의 최근 업적을 전면적으로 관찰해 보면 

불량한 업적이 주가 상승을상승을상승을상승을상승을 제약하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나. 珠海港, 盐田港, 恒基达鑫, 深赤湾A, 格力地产, 世荣兆业等个股

纷纷拉升拉升拉升拉升拉升。(新浪网 2017.6.23.)

(주하이항, 옌톈항, 흥지다신, 션치만A, 거리부동산, 시룡조업 등 주

식이 잇달아 올랐다올랐다올랐다올랐다올랐다.)

   다. 除4家公司停牌无法统计外, 其余92家公司股价都出现了不同程度

的下跌下跌下跌下跌下跌, 占比82.14%。(中国经济网 2017.4.25.)

(거래가 중지되었던 4개의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92개의 주식들

은 그 주가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하락하였고하락하였고하락하였고하락하였고하락하였고 해당 종목의 

82.14%를 차지하고 있다. )

   라. 两 跌幅超5%的个股达79家, 其中跌停跌停跌停跌停跌停个股17家, 半数为创业板

个股。(新浪网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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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하락폭이 5%를 넘

은 주식은 79개까지 되었고 그 중에서 하한가로 하한가로 하한가로 하한가로 떨어졌던떨어졌던떨어졌던떨어졌던하한가로 떨어졌던 주식이 

17개인데 그 절반이 차스닥 주식들이다.)

위 (9가)에서 주가가 비싸지는 것을 '上涨'이라는 '위'개념과 관련된 표

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9나)에서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가가 비싸졌다는 것

을 '拉升'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9다)에서는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아래' 

개념과 관련된 '下跌'으로, (9라)에서는 하한가로 떨어졌다는 것을 '跌停'

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9)에 출현한 '上涨', '拉升', '下跌', '跌停'과 같

은 움직임이 있는 표현들 외에 움직임이 없는 방향 관련 표현들도 주가가 

높거나 낮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10) 가. 贵州茅台上涨6.97%,每股收于605.09元, 创历史新高高高高高。

(귀주마오타이는 6.97%가 상승한 605.09원에 장을 마쳤고 역사적

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

   나. 造成上 公司低股价低股价低股价低股价低股价的原因除了以上因素外, 公司自身股价下跌

才是主因。(新浪网　2017.7.16.)

(주가가 낮은 원인을 따져 보면 위와 같은 요소 외에 주가가 떨어

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아래' 개념으로 주가의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을 설명하는 현상이 

중국 주식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출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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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국 주가 련 ' -아래'은유의 양상8)

' ' '아래'

움

직

임

이 

있

음

표현 출현수 백분율

움

직

임

이 

있

음

표현 출현수 백분율

(上,大, 补,暴, 拉, 

领)涨(停)
105 72.92%

(下,大,超,领,

暴)跌(停)
98 89.91%

(回,拉)升 17 11.81% 下挫(破,滑, 

探)
7 6.42%

上行(扬) 7 4.86%

拉起 2 1.39%
回落 2 1.83%

走高 1 0.69%

向上 1 0.69% 走低 1 0.92%

움

직

임

이 

없

음

高 11 7.64%

움

직

임

이 

없

음

低 １ 0.92%

합계 144 100% 합계 109 100%

위 <표6>에서 보듯이 움직임이 없는 은유표현보다 움직임이 있는 표현

이 주가의 비싸거나 싼 것을 나타내는 데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기사에서 주가의 상태보다는 그 움직임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

위'와 '아래' 개념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각각 '涨'과 '跌', 그리고 그들

을 의미중심으로 한 '上涨', '大涨', '下跌', '大跌'등이 제일 많이 나타나

고 있다. 

2.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중국 주식기사에 주가를 이동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은유들도 있는

데 주로 '(反)弹(튕겨 나가다), 走(가다), 进三 一(앞으로 세 걸음 걷다가 

 8) <표5>에 나타난 움직임이 있는 은유표현들은 이동의 특성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서 분류상 '위-아래'로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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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한 걸음 물어나다)'등이 나타나고 있다. 

(11) 가. 我认为, 白马股上涨的整个趋势一旦形成, 就不会轻易扭转, 但是

也不会天天涨 , 是有进三进三进三进三进三 一的这种正常规律的。(新浪网 

2017.7.15.)

('백마'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이 일단 형성된다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세 세 세 세 걸음 걸음 걸음 걸음 앞으로 세 걸음 

걷다가 걷다가 걷다가 걷다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한 한 한 한 걸음 걸음 걸음 걸음 물어난다는물어난다는물어난다는물어난다는걷다가 뒤로 한 걸음 물어난다는 규칙을  따를거라고 생각된다.)

   나. 近走得好走得好走得好走得好走得好的白马股可能是前期滞涨的行业, 比如银行、保险, 或

传统的周期性板块。(新浪网 2017.7.15.)

(요즘 잘 잘 잘 잘 나가는나가는나가는나가는잘 나가는 '백마' 주식들이 은행, 보험, 전통 주기적 주식 등

과 같은 상승 침체되었던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 另外, 贵州茅台等多只白马股在完成分红派息之后, 重新 始反反反反反

弹弹弹弹弹, 这也是良性的信号。(新浪网 2017.7.11.)

(이외에 귀주마오타이와 같은 여러 '백마'주식들이 수익배당 끝난 

후 다시 튕겨 튕겨 튕겨 튕겨 나가기나가기나가기나가기튕겨 나가기 시작한다는 게 양성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위 (11가)에서 '进三 一' 은 이동 관련 동사절로서 행위자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11나)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개념을 

'走得好'로 나타내면서 주가를 '走得好'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11다)

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反弹'을 통해 주가가 하락세에서 벗어난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가 관련 이동 은유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국 주가 련 이동 은유의 양상

표 출 수

(反)弹(튕겨 나가다) 8개

走(가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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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는 동작이나 행 의 주체다]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로 주가를 이해하는 경우는 중국 주식기사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데 주로 '跳水(하이다이빙하다), 触及(닿다), 反击(반격하

다), 创(下)(창조하다), 崩(무너지다), 走强(강해지다), 走弱(약해지다)'등

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2) 가. 7月11日 午盘 盘, 贝因美股价突然“跳水跳水跳水跳水跳水”, 从股价跳水跳水跳水跳水跳水到跌停, 

过程仅仅耗时8分钟。(中国经济网 2017.7.13.)

(7월 11일 오후 시장 개장한 후에 베이인메이 주가가 갑자기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다이빙하기 시작하였고 겨우 8분 만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

   나. 比如, 此前曾经提到过的钢铁股, 昨天八一钢铁盘中又触触触触及及及及触及涨停, 

后大涨 8.6%。(中国经济网　2017.7.11.)

(예를 들어 전에 언급되었던 철강종목인 팔일 철강은 어제 상한가

에 거의 닿아닿아닿아닿아닿아 8.6%를 올랐다.)

   다. 但昨日白酒股集体“反击”9), 山西汾酒洋河股份, 泸州 窖, 贵州茅

台, 沱牌 得和古井贡酒涨幅都超过了 1%。(中国经济网　2017. 5.4.)

(그러나 어제부터 바이주 주식들이 반격하기반격하기반격하기반격하기반격하기 시작하였고 산시펀지

우, 양허구분, 루저우라오쟈오, 귀주마오타이, 투어파이스어더, 그리

고 구징궁주 등 주식의 상승폭이 모두 1%까지 넘었다.)

 9) ‘反击(반격하다)’과 (12가)에서의 '跳水(하이다이빙하다)'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지

만 많지 않아서 합쳐서 하는 걸로 하겠다.

跑(달리다) 1개

进三 一(앞으로 세 걸음 

걷다가 뒤로 한 걸음 물어나다)
1개

徘徊(헤매다) 1개

回到(되돌아가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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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7月11日 贝因美股价毫无征兆地“闪崩闪崩闪崩闪崩闪崩”, 上演上演上演上演上演了8分钟跌停的一

幕。(中国经济网 2017.7.13.)

(7월11일에 베이인메이 주가가 조짐 없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무너져무너져무너져무너져순식간에 무너져 단 8분 

만에 하한가로 떨어진 장면을 연출하였다연출하였다연출하였다연출하였다연출하였다.)

위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跳水(하이다이빙하다), 触及(닿다), 反击

(반격하다)' 등을 주가의 동작이나 행위로 보고 있으며 주가가 이러한 동

작이나 행위의 주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가)에서는 운동선수가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주가가 짧은 시간에 대폭 하락하는 

개념을 '股价跳水(주가가 하이다이빙하다)'로 나타내고 있고 (12나)에서

는 주가를 '触及(닿다)'의 주체로 보면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다

는 것을 '触及涨停(상한가에 닿다)'로 설명하고 있다. (12다)에서는 주가

가 하락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하락세에 대한 반격으로 보고 있고 (12라)

에서는 '崩'이 '무너지다'의 뜻으로 행위자 주가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작이나 행위 관련 은유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 국 주가 련 동작이나 행  은유의 양상

표 출 수

(闪)崩(무너지다) ９개

跳水(하이다이빙하다) ６개

创下(기록하다) 2개

反击(반격하다) １개

上演(연출하다) １개

昏厥(기절하다) １개

站(서다) １개

4.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다]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은유들 중에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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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도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용사들은 '活跃(활동적이다), 疯(미

치다)10), 不友好(우호적이지 않다)'가 있다.

(13) 가. 钢铁, 白酒股表现活跃活跃活跃活跃活跃, 呈现出明显的上升趋势。(新浪网 2017. 

4.26.)

(철강과 바이주 주식들이 활동적이며활동적이며활동적이며활동적이며활동적이며 상승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나. 周期股股性一旦被激活, 有些个股弹起来会比较疯疯疯疯疯。(中国经济网 

2017.7.11.)

(주기적 주식들은 그 시장변동 민감도가 높아지면 주가가    미칠 미칠 미칠 미칠 듯이듯이듯이듯이 미칠 듯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 光线传媒并不是个例, 2016年传媒板块业绩表现不俗, 但是股价却

很不友好不友好不友好不友好不友好。(中国经济网 2017.4.25.)

(광선매체는 개별적 사례가 아니다. 2016년에 매스미디어 종목은 

그 업적이 좋은 반면 주가가 그만큼 우호적이지우호적이지우호적이지우호적이지우호적이지 않았다.)

위 (13가)에서 '活跃(활동적이다)'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개념, (13나)에

서 '疯(미치다)'는 대폭 상승한다는 개념, 그리고 (13다)에서는 주가가 하

락한다는 개념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한․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련 개념  은유 조

위에서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 주가 관련 은유에 대하여 주로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과 주가에 관한 개념적 은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0) '疯'은 번역상 '미치다'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국어에서 '疯'의 품사는 동사와 형

용사가 모두 가능하다. 예문에서는 형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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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마찬가지로 '주가', 

'주식', '주식회사'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주가〉주식회사〉주식으로, 중국은 주식〉주식회사〉주가의 순으

로 나타났다. 즉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에 있어 한국기사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중국기사에서는 '주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가에 관한 개념적 은유는 한국과 중국은 많이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한․  주가 련 개념  은유의 양상 

개념  은유
한국기사 국기사

은유표 출 수 백분율 은유표 출 수 백분율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상승(上昇)하다, 

급등(急騰)하다, 

하락(下落)하다, 

추락(墜落)하다, 

급락(急落)하다, 

폭락(暴落)하다

…

223 62.12%

上涨

(오르다)下跌

(내리다)回落

(내리다)

大跌

(폭락하다)

超跌

(폭락하다)

…

253 84.90%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되돌아가다,

헤매다, 

넘어서다, 

접어들다, …

37 10.30%

走(가다)反弹

(튕겨나가다)

…

15 5.03%

[주가는 

동작이나 

행 의 

주체다]

쓰다, 보이다, 

경신하다, 

보이다…

99 27.58%

跳水

(하이다이빙

하다), 触及

(닿다), 反击

(반격하다)…

21 7.05%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다]

없음

活跃

(활동적이다), 

疯(미치다)不

友好

(우호적이지 

않다)

…

9 3.02%

합계 359 100% 2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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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

념적 은유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차이점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첫째,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

래다],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주가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다]와 같은 

3가지의 개념적 은유는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의 은유는 한

국이나 중국 주식기사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걸로 보인다. 

차이점은 첫째,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다] 은유는 한국 주식기사에 나

타나지 않지만 중국 주식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의 은유표현에 있어 한국어의 한

자어 은유표현들이 중국어에 하나도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상

승(上昇)하다, 하락(下落)하다, 급등(急騰)하다, 추락(墜落)하다, 급락(急

落)하다, 폭락(暴落)하다' 등이 중국어에서 한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상승(上昇)하다'는 중국어에서 '上涨'으로, '하락(下落)하다'는 중국어에

서 '下跌'으로 사용되고 있고 '폭락(暴落)하다'는 중국어에서 비슷한 의미

로 '暴跌'이 있다. 셋째,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의 은유는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출현빈도에 있어 한국의 62.12%보다 중국은 84.90%로 훨씬 더 높

다. 넷째,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주가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다]의 은

유는 은유표현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거의 중복되지 않고 아주 다르게 보

이는 데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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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고는 한국과 중국에서 주가를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주

가를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데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 나타난 주가 관련 은유에 대

하여 대조를 하였다. 

먼저 주가가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 본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주가

를 표현하는 양상에 있어 '주가', '주식', '주식회사' 세 가지가 있다. 한국

어에서는 '주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주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에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 나타난 주가 관련 개념

적 은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조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은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주가는 이동의 주

체다], [주가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다]와 같은 세 가지의 개념적 은유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다/

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데에 공통점을 보이

고 있다. 차이점은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다]는 한국 주식기사에 나타나

지 않지만 중국 주식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 한국어 한자어 은유표현이 

중국어에서 다른 양상으로 사용되는 것, 양쪽의 은유표현에 있어 거의 중

복되지 않고 아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본고는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만 논술하여서 주식시장이나 주식 투자자 

등과 같은 다른 주식 구성요소를 다루지 못한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주식 관련 영역의 개념적 은유 연구를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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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 between Conceptual Metaphors on Stock Prices 

in Korean and Chinese Stock Market News

11)Su, Xiao-x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conceptual metaphors on stock prices in Korean and Chinese stock market 

new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 field of conceptual metaphors will 

be broadened. In addition,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might be explored. In research methods, expressive modes of stock price in 

the news of Korean and Chinese stock market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A detailed analysis was then made for conceptual metaphors on stock price 

in the news. Final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common and different points. In expressive modes, “stock price”, “stock”, and 

“listed company” are used both in Korea and China. However, “stock price” 

instead of stock is used more frequently in Korean language than that in 

Chinese language. There are three common conceptual metaphors on stock 

price: the high stock price is up/ the low stock price is down; the stock price 

is; and the stock price is the main body of action or behavior. As for different 

points, stock price is described in Chinese stock market news as the main 

body of psychological state. The metaphorical form of Sino-Korean word on 

stock price in Korean language differs completely from the one in Chinese 

language which uses its specific word. Metaphorical forms of stock price in 

Korean and Chinese almost have no overlaps.

Key Word : stock market news, stock price, conceptual metaphor, Korea, 

China, Contrast

 * Huaihai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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