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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플레인, 그리고 화·청자 성별에 따른
‘-지’의 양태 의미 실현 양상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4146)

박지은
고려대학교

1) 연구 목적: ‘맨스플레인’과 ‘죠죠충’?
• 맨스플레인(남자+설명하다가 합쳐진 신조어)

2) 연구 자료
• 남성/여성 각 10명과, 상호 간에 ‘해체’를 사용하는 친밀하며
동갑인 동성 친구, 이성친구와 20분 간 수행한 2인 대화 자료

• 임국희(2015)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듣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전혀 신경쓰지 않거나 과소평가한 채로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뜻”

이성 청자

• 흥미로운 신조어 ‘죠죠충’
‘지+요’인 ‘죠’가 맨스플레인에서 사용되는 말투라는 인식 존재.
• “ 화자가 청자의 지식 수준 고려 없이 본인의 지식을 뽐내며 설
명하는 상황”
-> 꼰대: 나이 권력 명세화

남성/여성
화자

동성 청자

맨스플레인: 젠더 권력 명세화

-> ‘죠죠충‘: 맨스플레인 +구체적인 언어적 수단 명세화

3) {-지}의 인식 양태 의미

관찰 대상자 화자의
발화만을 관찰

• 자료는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음. 해당 자료를 통해 ‘-지’의 사용 양상을
• 살펴봄으로써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지’가 왜 맨스플레인과 관련되는 말투로 인식될까?
2) ‘-지’를 정말로 남성이 많이 사용하고 여성에게 더 많이 사용할까?

4) ‘-지’ 양태 의미의 불손 기능과 맨스플레인
• [이미 앎]과 [청자의 기지 당위적 가정]의 예문

• 박지은(2020)
‘-지’ 종결 평서문의 인식 양태 의미는 다음의 세 종류.
3)이 맨스플레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양태 의미

A: 철수 어디 갔어? B: 철수 학교 갔지(갔어.)
A: 철수 학교 갔어. B: 아니지(아니야.)
• B의 발화는 모두 청자 신정보. 화자는 해당 정보를 이미 알고

1. [이미 앎] (담화-구정보)
해당 정보가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정보임을 드러냄.
2. [이미 앎]과 [청자의 기지 사실적 가정] (담화-신·청자-구정보)
해당 정보가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정보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청자 역시 이를 실제로 알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냄.
3. [이미 앎]과 [청자의 기지 당위적 가정] (청자-신정보)
해당 정보가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정보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청자 역시 이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드러냄.

있으며, 청자 역시 이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태도가 드러남.
1. 청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에 본인의 [이미 앎]

드러내는 것은 지식에 대한 과시로, 화자 지향성의 불손.
2.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태도
‘소극적 체면(존중 원함)’를 위협하는 청자 지향성의 불손.
• Fishman(1978)
:권력이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 자신의 정의를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맞닿음.
-> 해당 양태 의미는 맨스플레인 태도 + 권력의 과시

6) 결론 및 제언

5) 연구 결과
•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한 통계 검증 결과
화·청자 성별

빈도(비율)

coefficient

여-여

32(11.1%)

intercept -1.6762(***)

여-남

55(19.2%)

0.3566

남-여

115(40.0%)

1.7467(***)

남-남

85(29.6%)

1.2876(***)

계

287(100.0%)

• 남성은 여성보다 해당 ‘-지＇를 더 많이 사용함.
• 청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이러한 경향 더 강해짐.
-> 맨스플레인 현상이 언어적으로 실재함을 보여줌.
• 성별 제외 사회적 권력과 친밀도를 통제한 대화 자료에서 성별
에 따라 불손 빈도가 강해짐.
-> 성별이 사회적 권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맨스플레인’과 ‘꼰대’가 어떤 권력 차원을 다루는지만 다르다
는 점에서 ‘-지’의 사용은 단순히 남성들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표지라고 할 수 있음.

• ‘여-여’와 ‘여-남’ 그룹 간 통계적 차이 존재 x

• 성별 층위가 아닌, 연령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 불

• ‘여-여’와 ‘남-여‘, ‘남-남‘ 그룹 간 통계적 차이 존재

손이 강해지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가 정말로 사회

• ‘남-여’ 그룹이 ‘남-남‘ 그룹보다 더 많이 사용함. (계수 비교)

적 권력의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평서문은 ‘화자의 앎과 청자의 모름’을 전제로 하는 문장유형임. 평서문에서 ‘지’를 통해 이미 전제된 화자의 [이미 앎]을 드러내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라’는 Grice(1975)의 양의 격률을 위반하며 청자의 화용론
적 추론을 유발함. 화용론적 추론의 종류는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인 정보지위”에 따라 달라짐(자세한 내용은 박지은(202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