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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 대조를 통한 완곡 표현 연구
                       
                                   蔡 春 玉

  본 연구는 인지의미론에서 이용되는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이론을 바탕
으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 목적별 유형을 체계적
으로 대조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곡 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일찍부터 ‘완곡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었
고 고전적으로 수사법 범주에서 ‘완곡어법’(euphemism)이라 하였다. 기존 연구
에서는 완곡어의 분류와 생성요인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범주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했으며 유형에 따른 표현 방식과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 완곡 표현의 대조연구에서는 인지의미론에 기초한 구체적이
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조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완곡 표현의 범주와 심리적 기제인 정서적, 인지적 요인
을 살펴보았다. 완곡 표현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그 유형을 
어휘, 문장, 텍스트 층위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기제에서 정서적 요인으로 공포 
감정, 수치 감정, 불쾌 감정이 있고,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 원형이론과 개념적 은
유와 환유이론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완곡 표현의 범주는 금기 사항을 원
형으로 하고 비전형적 구성원인 완곡 표현들이 주변으로 방사망을 구성하여 형성
된다. 개념적 은유는 완곡 표현인 근원영역과 금기어인 목표영역 사이를 비교하
여 두 영역 사이의 개념 유사성을 만들게 한다.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
지모형 내에서 완곡 표현인 원천이라는 인지 영역이 금기인 목표라는 또 하나의 
인지 영역에로의 사상인데 목표가 심리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완곡 표현에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
는 인지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음성, 문자 변용 방식을 대조 분석하였다. 음성 
변용 방식에서 한중 두 나라 모두 해음(諧音) 또는 동음자에 기초한 연상기법을 
이용하여 금기어의 음을 변화시킨다. 한국어 완곡 표현의 음성 변용 방식에는 변
음, 음 도치, 음 삭제, 음 대체가 있는데 중국어와는 달리 금기어의 일부 음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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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후 풀이하여 나타내거나, 고유어의 음절을 도치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금기
어의 부정적인 연상을 피하고자 고유어를 한자어로, 한자어를 고유어로 음절을 
도치하거나 대체하여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는 성조, 성모, 운모를 변용하여 차별
을 시도하거나 금기어휘의 발음을 피하여 어떤 음절이나 글자를 바꾸거나 헐후어
(歇後語)처럼 해음을 이용한 독특한 완곡 표현이 있다. 문자 변용 방식에서는 고
쳐 쓰기법, 비워 쓰기법, 나눠 쓰기법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고쳐 쓰기법은 대
자(代字), 그리고 결획(缺劃), 가필(加筆) 등 두 가지로 나눈다. 비워 쓰기법이란 
이름을 아예 쓰지 않고 모(某), 휘(諱)로 기록하거나 비워두는 방식인데 피해야 할 
글자 대신에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 ×, ○’ 등의 부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
눠 쓰기법은 문자를 편(偏)과 방(旁)으로 분해하여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을 말한다. 

4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어휘 변용 방식을 대조 분석하였다. 한중 완곡 표
현에서 어휘의 유의성, 반의성, 모호성과 관련된 변용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유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은 전통적인 금기를 대신하는 완곡 표현, 의미의 
격상과 약화에 따른 완곡 표현, 차용어로 대신하는 완곡 표현으로 나눈다. 한국어 
유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와의 2중, 3중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차용어의 실현 양상이 중국어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다. 반의성과 관련
된 어휘 변용은 반의관계에 따른 어휘 변용과 부정 형식으로의 어휘 변용 두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은 ‘지시적 모호성’,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구체성의 선언’, ‘정보 부족의 모호성’으로 나누어 대
조하였다.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명료성을 갖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모호성을 가지는 경우, 단어 또는 구의 의미 자체가 아주 막연하여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둘 이상의 명제들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완곡 표현이 실현된다.

5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수사 방식을 대조 분석하였다. 2장의 개념적 은유
와 환유이론을 바탕으로 한중 완곡 표현의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념적 은유에서 영상 도식에 근거한 ‘그릇 은유’, ‘경로 은유’, ‘방향 은유’, ‘연
결 은유’가 많이 나타났다. 환유에서 지시적 환유는 ‘전체-부분’과 ‘부분-부분’으
로 나누는데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이 상호 대체되어 완곡 표현이 된다. 서술
적 환유에서 사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하여 완곡
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보통 환유에서 사건의 경우에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그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간보다 처음이나 마지막을 



더 잘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개념적으로 서술하여 그 전체를 환유적으로 나타내어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으로 미화적, 은폐적 목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완곡 표현의 미화적인 목적으로는 길상을 위한 것, 우아한 표현을 위
한 것, 사회적 배려를 위한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길상을 위한 완곡 표현에는 외
경의 대상, 불길한 것, 질병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고, 우아한 표현을 위한 완곡 
표현에는 성, 생리 현상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다. 사회적 배려를 위한 완곡 표현
은 직업, 개인 신상, 사회적 현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호칭을 격상시켜 
미화하거나, 친근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완곡
하게 표현하여 이해와 관용을 나타낸다. 완곡 표현의 은폐적인 목적은 주로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정치 분야에서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을 애매모호함과 불확정성, 미화법으로 표현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돈이나 
가난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경제관념이나 경제 상황에 관련된 소극적인 내용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곡 표현의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고 범
주화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인지의미론을 바탕으로 범문화적인 측면
에서 한중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완곡 표현, 대조연구, 인지의미론, 범주화,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학번: 2008-3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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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 목적별 유형에서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인지의미론의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이론 등을 바
탕으로 하여 대조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완곡 표현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람은 언어 표현을 통하여 인간 생활을 형성하고 그 삶의 형성을 통하
여 사람됨을 이룩하므로 언어 표현 방법의 하나인 화법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언어 표현은 개인 간의 우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단체를 대립시키
며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 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어 표현에서 그러
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언어의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의 언어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양명희·강희숙·조성
은(2010:54)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욕설(50.5%)과 언어폭력(33.4%)을 들었고,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5.1%에 불과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생들 간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욕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 욕이 청소년들의 언어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1)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고운 언어와 거친 언어에 대하여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인성을 평정하게 다스리며 언어 사용의 결을 곱
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듣
기 좋게 말하는 방식인 완곡 표현이다. 
  언어 사용에서 사회, 문화, 종교, 심리, 감정 등 원인으로 말하려는 사물
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완곡 표현
은 같은 의미를 지녔더라도 직접적인, 또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

1) 이 연구는 2010년 10월에 연구자들이 서울과 지방의 중소도시(전남), 지방의 읍면 지역인 충남○
○지역을 선정하고, 초중고 126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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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듣기 좋은 단어로 표현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완곡 표현은 세계 여러 민족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언어 

현상으로서 원시 시기 터부(taboo) 문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
대사회에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연현상은 금기와 숭배를 초래하여 터부 
문화를 형성하였고 완곡 표현을 생성시켰다. 질병, 사망과 같이 공포 심리
를 유발하거나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과 배설 등 불결하
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회피 행동의 
사회화로 인해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 등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아
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완곡 표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지고 축적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잘 반
영된 언어 표현이다. 각각의 민족은 사회적, 지리적 환경 및 생활 방식이 
상이하여 정치, 도덕, 풍속, 사회 문화 심리를 반영한 그들만의 완곡 표현
을 가진다. 또한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표현 방법의 선택은 사회, 문화
적 환경 아래에서 개인의 인지 방법의 차이로 직접 표현 또는 완곡 표현
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 문화적으로 비슷한 전통을 갖고 
있다. 중국은 겸손과 예의를 전통적 미덕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온화하고 완곡한 표현을 하고, 한국 역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
절을 중시하는 완곡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달리 쓰이는 완곡 표현도 있기 때문에 완곡 
표현의 사용 방법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국제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는 오늘날 완곡 표현은 특정 사회 문화를 반영
하고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언어 현상으로 문화를 뛰어넘은 언
어교류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완곡 표현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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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어의 완곡 표현 연구, 한국어에 중심을 둔 한중 완곡 표현의 대조연
구는 1.2.1에서, 중국어의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에 중심을 둔 중한 완곡 
표현의 대조연구는 1.2.2에서 다룬다.

  1.2.1. 한국어의 완곡 표현 연구

한국에서 완곡 표현만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만, 완곡 표현을 
관용표현의 한 경우로 보거나 화용론에서 간접화행의 한 부분으로 연구한 
것들이 있다. 

완곡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금기어와 완곡어법을 들 수 있다. 유창돈
(1976)에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꺼려서 쓰기를 피하는 
어휘로서 기휘어(忌諱語)가 있다고 하였다. 문효근(1982), 김선풍(1994)에
서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고, 최상진 등(2003)
에서 금기어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심층 심리를 탐색하였으며, 양병창
(2002)에서 여성 관련 금기어를 논의한 바 있다. 

한국어에서 완곡어법에 대한 선구적 연구를 한 이용주(1959)는 완곡어법
을 터부에 인연해서 발달한 표현수단으로 보고 원시 신앙, 생리작용, 성, 
신체 배설물, 죽음, 인명, 병, 음식, 직업, 신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임지룡(1992)에서는 동의성이 성립되는 한 경우로서 완곡어법을 논
의했고, 홍성호(2000)에서는 다른 단어나 우회적 표현으로 대신하는 방식
을 완곡어법이라고 하였다. 

김광해(1993)에서는 부정적인 연상을 삭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
군의 어휘소들을 완곡어라고 하였고, 김한샘(2003)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쓰이며 대부분 같은 형태의 직설적인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
맥을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
하였다. 김홍석(2008)에서는 어휘 범주의 완곡어 중 총 73개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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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
문금현(1999)에서는 전통적인 어휘 차원의 완곡어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완곡성’을 논의하였는데, 부차적 의미 특성으로서 완곡성을 가지고 있는 
국어 관용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돌
려서 표현한 경우,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표현
한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돌려서 표현한 경우, 추하고 
더러운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구절과 문장을 포함하
는 ‘완곡성을 갖는 관용 표현’을 들었다.

화용론적 측면에서 보면 조혜선(1999)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완곡
어법을 비유적 표현, 우회적 표현, 무관계 표현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시
도했다. 완곡어법의 작용을 공손 원칙(Politeness Principle)과 협력 원칙
(Cooperative Principle)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화용론적 입장에서 설명
하였다. 대화와 표현의 방식과 관련하여 강주헌 역(1991)에서는 “여성이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
라 과감하게 단언하여 상대방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
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완곡한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김미형(2000)에서는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누어 그 
특성과 화용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완곡 표현의 언어 심리를 설문조사
를 통해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완곡 표현의 개념을 짚어 보고 최근에 언급
되는 완곡 표현까지를 감싸 안은 범주적인 특성과 유형은 어떻게 설명해
야 하는지를 논의한 연구인데 완곡 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평가된
다. 홍성호(2000)에서는 지배층이나 상류층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도층’이
라 하거나 노동자를 ‘근로자’라 하는 어휘적인 것과 피동형 문장이나 권고
형 어법, 실체에 대한 단정 피하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장 표현들
을 주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는 완곡어법이라고 하였다. 
  완곡 표현의 대조연구에서 보면 김미라(2006)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완곡 표현 중 문장 범주에 속하는 완곡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두 
나라 언어 완곡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곽단



- 5 -

양(2006)은 완곡 표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였는데 한국어를 배우
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어 완곡 표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완곡 표현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추풍휘(2009)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완곡어 분
류 방식과 구성 방식을 살펴보았으나 이론적인 분석과 설명이 부족하다. 
용요요(2010)에서는 완곡 표현의 정의, 역사, 발생 요인, 유형을 살펴보고 
사망과 배설, 성행위,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 그리고 직업, 직무에 관한 
완곡 표현만 대조 분석하였다.
  윤희주(2007)에서는 번역의 차원에서 완곡어법과 위악어법(僞惡語法)을 
살펴보았다. 그는 번역학에서 완곡어법은 말하기 꺼려지는 표현의 대안이
며 체면 손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악어법은 지시대상이나 관심사
를 교묘하게 조정하기 위해 공격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
고 완곡어법을 비유적 표현, 우회적 표현, 일대일 대응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 한국어와 관련하여 완곡어로 언급된 전통적인 어휘 범주의 것, 완
곡한 표현으로 언급된 관용구와 문장 범주의 것, 이데올로기를 노리는 언
어 표현 방식, 대조적인 입장에서 본 두 언어의 완곡 표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번역에서 본 완곡어법과 위악어법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언어 형식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논문의 수가 아주 적고 산발적이며 여전히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물러 있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하다.

한국어학계에는 완곡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완곡 표현의 범주, 표현 심리, 이론적 배경, 실현 양상, 목적별 
유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어 표현 방식 중 하나로서 완곡 표현 
범주를 상정하고, 그 실현 양상을 실제 자료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2.2. 중국어의 완곡 표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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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 완곡 표현은 陳望道(1932)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수사학의 
범위에서 연구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 완곡어 연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가 유구한 금기 현상에 대한 연구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陳北
郊의 ≪漢語語諱學≫이 있다. 다른 하나는 수사학적 효과로부터 완곡 표
현의 현상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넓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吳禮權의 
≪委婉修辭研究≫가 있다. 수사학적 범위에서 완곡 표현의 연구는 어휘 
층위에서 벗어나 문장, 텍스트 층위까지 이어졌지만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완곡 표현의 사회적 원인과 본질적 특징에 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하다.

중국어에서 완곡 표현은 일반적으로 ‘委婉語’로 통칭하는데 李國南
(2001:190)에 따르면 중국어의 수사법인 ‘委婉’(위완)과 ‘避諱’(피휘)를 합
하면 대체로 영어의 ‘euphemism’ 개념에 대응된다. 李軍華(2010:14)는 
‘隱喻’(은유), ‘借代’(환유), ‘擬人’(의인법)은 분명히 ‘委婉修辭’(완곡어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王力은 ≪古代漢語≫에서 ‘委婉’은 봉건사회에서 통치계급에게 미움을 
사서 화를 입을까 봐 완곡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熊金
豐(1991)은 완곡어는 금기어의 대체 언어라고 하면서 교제를 위한 대화 
방법과 태도의 표현임을 밝혔다. 常敬宇(1995)는 완곡어를 우아한 언어라
고 하고, 李軍華(2004)는 사회 문화적인 규범이나 풍속관습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대용하는 언어 현상이라고 하였다. 

완곡 표현의 분류를 보면 常敬宇(1995)에서 죽음, 남녀 사이, 인명에 관
한 완곡어와 기타 완곡어로 분류하고, 완곡어의 문화배경으로 ‘中庸和諧觀
念’(중용화해관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楊德峰(1999)에서는 성행위와 배
설 부위, 신체적 결함, 죽음, 불건전한 사회현상, 직업과 직무, 일상생활 
중의 기타 완곡어로 분류하여 완곡어의 사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李國南
(2001)에서는 연로(年老), 가난, 직업, 실업, 성매매, 결혼과 생육에 관련된 
완곡어를 다루었다.

의미론에서는 주로 완곡어의 의미 특징, 기능을 다루고 있다. 王永忠
(2001)은 완곡어의 모호 의미를 다루면서 완곡어의 ‘交際’(교제), ‘避諱’(피
휘), ‘禮貌’(예의), ‘掩飾’(숨김), ‘勸誘’(권유)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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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高麗佳·田平(2006)에서는 완곡어의 의미 특징으로 의미의 ‘升揚性’
(격상), ‘泛化性’(일반화), ‘幽默性’(유머), ‘間接性’(간접성), ‘民族性’(민족
성)을 다루었다. 완곡어의 구성 방식에는 모호 단어의 사용, 생략, 외래어
의 차용, 비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束定芳(1989)에서는 완곡
어 구성 방식에는 궁극적으로 거리(距離), 상관(相關), 감동(動聽) 등 세 가
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하였다. 陳松岑(1989)에서는 완곡어와 금기어의 관
계 속에서 유의어로 대신하는 완언법, 문형을 이용하는 완언법, 어기와 다
른 성분을 첨가하는 완언법 등 세 가지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화용론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완곡어의 사용 
특징에 관하여 다루면서 완곡어는 예의 원칙, 간접행위 이론, 체면론을 지
키지만 협력 원칙을 위배한다고 하였다. 束定芳(1989)에서는 완곡어의 기
능 면에서 협력 원리, 예절 원칙과 자기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완곡 표현에 
관한 연구의 시야를 넓혀주어 이후의 완곡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鄭志進(1999)에서는 거리, 상관, 감동 등 세 가지 원칙을 완곡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루면서 화자가 완곡어를 사용하여 Grice의 협력 원리를 위반
하면서 예의를 차리는 목적을 이룬다고 하였다. 常敬宇(2000)에서 완곡 표
현의 화용기능과 제2언어 교육에의 응용에 관하여 논하였고, 李軍華
(2006)에서는 완곡 표현의 언어 간접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吳長旗
(2004)에서는 협력 원리와 공손 원리를 통해 외교 분야의 완곡 표현을 분
석하였다.

완곡어의 사용은 다양한 사회 문화 심리를 나타내는데 많은 중국학자들
은 외국의 사회언어학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와 사회 심리 면에서 완곡어
의 발생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완곡어는 ‘避諱心理’(회피심리), ‘求雅
心理’(우아함을 추구하는 심리), ‘補償心理’(보상심리), ‘掩飾心理’(은폐심
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70~80년대 이후로는 해외의 사회언어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정치, 광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곡 표현을 연구하였
다. 사회언어학 대표적인 학자인 陳原은 ≪社會語言學≫(1983)에서 완곡
어가 나타나게 된 역사와 사회 심리 배경을 다루면서 언어금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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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듣기 좋고 함축적인 말로 금기어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張秋豔(2007)은 완곡 표현은 일종의 언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민
족 문화, 사회 심리의 거울이라고 하면서 기원, 혼인, 죽음, 직업 호칭, 정
치 생활, 일상생활 등 면에서 중국어와 영어 완곡 표현의 문화 현상과 사
회 심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지언어학의 발전에 따라 완곡어의 인지적 기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논
문은 邵軍航·範葳葳(2004:21)의 ≪委婉機制的認知語言學詮釋≫이다. 이 
논문은 개념적 은유 이론의 ‘突顯’(현저성)과 ‘隱藏’(은폐) 기능을 이론 근
거로 들면서 개념적 은유는 근원영역의 부분 특징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목적영역의 기타 부분을 은폐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2)

최혜진(2003)은 한국의 중국학계에서 처음으로 금기어의 개념에 대해 언
급하고 ≪漢語委婉語詞典≫(1996)에 수록된 어휘들을 가정과 결혼, 직업
과 경제, 죽음, 질병과 상장(喪葬)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안병남(2004)에서
는 완곡어를 ‘성행위, 배설, 은밀한 신체 부위에 관한 완곡어’, ‘신체결함
에 관한 완곡어’, ‘죽음에 관한 완곡어’, ‘좋지 못한 사회 현상에 관한 완
곡어’, ‘직업에 관한 완곡어’, ‘숫자의 타부’ 등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완곡어를 다루었다. 김일(2004)에서
는 해음문화(諧音文化)의 한가지로 언어 금기의 회피와 완곡 표현의 발생 
요인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김현철·김민영(2009)에서는 완곡어 구성 방
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김민영(2010)에서는 현대 중국어 완곡 표현
의 구성 방식과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금기어와 비속어, 간접표현과의 상관
성을 연구하였고 완곡 표현을 의미, 특징, 대상,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한(한중) 완곡어 대조연구를 보면 翟錄(2006)에서는 어휘와 문장차원
에서 중한 완곡어 생성의 어휘 방식과 문법 방식을 고찰하였다. 南桂仙
(2006)에서는 한중 완곡어의 개념, 유형, 사용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
중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을 비교하였는데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완곡 표
현의 공통점에 관하여 집중 조명하였다.

2) 概念隱喻通過突顯源域的部分特點而發揮解釋功能的同時,還起到了掩蓋靶域的其他方面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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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한중 완곡 표현 연구의 필요성

한국어의 완곡 표현 연구는 완곡어의 정의와 개괄적인 유형 분류에만 
치중하였고 완곡 표현의 범주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많이 부족하다. 그
리고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표현 방식 제시가 
불충분하고 사용사례도 구체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중 언어 대조연
구에서는 주로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많지만 표면적인 예만 제시하
고 있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부족하다. 중국학자들은 완곡 
표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어 완곡 표현의 기원과 역사적 흐름, 발생 
요인, 구성 방식, 화용적인 측면이나 민족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완곡어의 정의, 유형, 분류 방식, 구성 방식, 생성 요
인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완곡 표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면 아직도 문
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내외 완곡 표현에 관한 논의가 적어서 참고문헌
이 빈약하다. 중국어에서는 근래에 완곡 표현에 관한 사전과 단행본이 출
판됐지만 한국어에서는 완곡 표현에 관한 전문사전이나 서적은 물론 단편
적인 논문도 극히 적다. 한국어 완곡 표현에 관한 논의는 중국어에 비하여 
훨씬 적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어 완곡 표현과 
이론에서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관점에
서 완곡 표현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는 현상 자체의 분류와 그 발생 원인
에 집중했을 뿐 인지적 관점에서의 작업은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만 인지학적 관점에서 완
곡 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한대조보다 
한중대조에 관한 연구가 적고 그나마 있는 논문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문화가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
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완곡 표현이 다르게 받아들여져 다르게 사용된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완곡 표현의 범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의사소
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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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국어학계에서 완곡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없었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우선 한국어 표현 방식 중 하나로서 완곡 표현 범주를 상정하고, 
그 심리적 기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언어 대조에 입각하여 완
곡 표현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완곡 표현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 분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언어대조에서 미개척 분야나 다름없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완곡 표
현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완곡 표현은 사람의 심리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데 정서, 인지, 동기 등 마음을 이루는 세 요소 중에서 지
금까지 논의는 정서 위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인지, 동기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인지의미론의 원형
이론과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이론을 중심으로 대조적인 입장에서 한
중 언어의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대조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한중 완곡 표현의 대조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중 완곡 표현의 개념, 
음성 변용 방식, 어휘 변용 방식, 수사 방식의 실현 양상, 목적별 분류에
서 대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둘째로 대조하는 항목의 용어
와 단위를 가급적 통일하여 기술한다. 셋째로 한중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되 보편성도 고려하고, 넷째로 목표언어인 한국어와 대조
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완곡 표현의 자료는 ≪표준국어대사전≫(2001),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09), ≪精選韓漢漢韓詞典≫(2001), ≪현대중한사전≫(2006), ≪조중․중
조속담대응사전≫(2006), ≪한중속담관용어사전≫(2005), ≪한중속담사전
≫(2008), ≪漢語委婉語詞典≫(1996), ≪實用委婉語詞典≫(2005), ≪中國
語大詞典≫(2005)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그 외에 신문, 소설, 인터넷
에서 추출한 전형적인 완곡 표현들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론과 자료를 가지고 한중 완곡 표현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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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기제, 실현 양상, 목적별 유형을 검토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
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완곡 표현의 범주와 심리적 기제를 살핀다. 우선 ‘완곡어
법’, ‘완곡어’, ‘완곡 표현’의 개념을 짚어 보고 완곡 표현의 기능, 완곡 표
현의 방식과 효과, 완곡 표현의 유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음
으로 완곡 표현의 심리적 기제를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눈다. 
전자는 공포 감정, 수치 감정, 불쾌 감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후자는 인
지적 관점에서 완곡 표현과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음성 변용 방식과 문자 변용 방식에 관
하여 대조 분석한다. 음성 변용 방식은 어떤 표현 형식의 음성 특징을 변
화시켜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완곡의 효과를 얻는다. 완곡 표현을 구성하는 
음성 변용 방식은 해음(諧音)과 관련되는데 한국어에서의 음성 변용과 중
국어에서의 음성 변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문자 변용 방식은 고쳐 쓰기
법, 비워 쓰기법, 나눠 쓰기법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어휘 변용 방식을 대조 분석하는데 유의
성, 반의성,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이다. 유의성에 관련된 것은 전통
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어휘 변용, 의미의 격상과 약화에 따른 어휘 변
용, 차용어로 대신하는 어휘 변용으로 나누고, 반의성에 관련된 것은 반의
관계와 부정 형식으로 표현하는 어휘 변용으로 나눈다.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은 지시적 모호성,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구체성의 선언, 정
보 부족의 모호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5장은 한중 완곡 표현의 수사 방식의 대조인데 은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완곡 표현에서 은유는 청자로 하여금 근원영역과 목표영
역 사이를 비교하여 두 영역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만들게 한다. 완곡 
표현의 영상도식 은유인 ‘그릇 은유’, ‘경로 은유’, ‘방향 은유’, ‘연결 은
유’를 살펴본다. 완곡 표현에서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원
천이라는 인지영역으로부터 목표라는 또 하나의 인지영역에로의 사상이다. 
전체 이상적 인지모형과 부분 사이의 관계는 ‘전체-부분’, ‘부분-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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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환유는 지시적 환유와 서술적 환유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을 살펴본다. 완곡 표현의 
목적은 크게 미화적인 것과 은폐적인 것으로 나눈다. 미화적인 것으로 길
상(吉祥)을 위한 완곡 표현은 외경에 관련된 것, 불길한 것, 질병에 관련
된 것으로 나눈다. 우아함을 위한 완곡 표현은 성과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고, 사회적 배려를 위한 완곡 표현은 직업, 개인 신상, 사회적 
현상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은폐적인 것으로는 정치, 경제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문제점과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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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곡 표현의 범주와 정서적, 인지적 요인

2장에서는 완곡 표현의 범주를 상정하고 완곡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정
서적, 심리적 요인 등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1. 완곡 표현의 범주
2.1.1. 완곡 표현의 개념

  본고에서 다루는 ‘완곡 표현’, ‘완곡어’는 고전적으로 수사법 범주에서 
‘완곡어법’이라 하여 어휘 표현의 층위에서 언급되었다. 완곡어법 
‘euphemism’은 그리스어의 ‘euphēmismos’(좋은 징후의 말 사용이란 의
미)에서 유래되었다.
  이정민 외(1987)의 ≪언어학사전≫에서는 ‘euphemism’을 ‘미어법’(美語
法), ‘완곡어법’(婉曲語法)으로 번역한 바 있다. ‘미어법’이란, 만일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사실 또는 생각 등을 완곡하게 완화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완곡어법은 반어법에서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단어나 문장 등의 사용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R. E. Asher & J. M. Y. Simpson (ed) (1994)에서는 완곡어법에 대해 
‘듣기 좋게 하는 것’(sounding good)이라 정의하고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뚝뚝하거나 상스러운 단어 대신에 부드럽거나 질이 좋은 말씨
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circumlocution’(에둘러 말하는 것), 
‘mock euphemism’(의사 완곡어법), ‘periphrasis  liotes’(우언법) 등이 
언급되었는데, 모두 유피미즘과 개념이 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Jakob L. Mey(1993)에서는 완곡어법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때에 받
아들이는 사람 쪽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용어로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완곡어법은 금기시되는 영역들, 
즉 성적인 것, 죽음, 질병, 돈, 종교, 정치, 신체 기능 등에서 많이 나타난
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을 언어의 수단을 써서 부
정적인 의미를 베일 속에 감추는 언어적인 조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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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수사 범주의 완곡어법만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고전
적인 어휘 차원에서의 완곡어법이 언급되면서 문장 차원의 완곡 표현까지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보면 ≪표준국어대사전≫(2001)에서 ‘완곡하다’는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 완곡어
법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
는 표현법.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하
는 것 따위를 이른다.”고 하였다. 

완곡어법에 관하여 이용주(1959:34)는 말하기 꺼리는 것을 그렇지 않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고, 임지룡(1992)에서는 어느 문화권에나 금기
어가 있기 마련인데, 특히 죽음, 질병, 성에 관해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
하고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누그러뜨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접표현과 완곡 표현 사이에 동의관계가 성립되며, 완곡어법이 공
용어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홍성호(2000)에서는 완곡어법이
란 어떤 용어가 충격적이거나 좋지 않게 보일 때, 그것을 다른 단어나 우
회적 표현으로 대신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하였다. 

조혜진(1999:303)은 완곡어법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손한 배려
이며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을 기피하려는 표현에 대한 대안이고, 
반면 불쾌한 언어는 사회적 약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희주
(2007:193)에서는 완곡어법이란 말하기 꺼려지는 표현의 대안이며 이는 
체면손실을 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광해(1993:160)에서는 주로 기본이 되는 어휘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
적인 느낌을 주는 연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그 같은 연상을 삭감하는 수단
으로써 사용되는 일군의 어휘소들이 완곡어인데 금기어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고 하였다. 완곡어는 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어 말하기 어려운 
신체의 명칭, 성행위, 배설 행위 등을 표현하는 어휘소들에 대응하여 널리 
분포하며, 나아가서는 죽음, 질병, 형벌 등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행한 상황들과 관련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 경외감에서 비롯하는 
완곡한 표현의 필요를 위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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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형(2000:28)에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완곡 표현’이라고 하였다. 김미라(2006:12-13)에서는 완곡한 표현이
란 언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의해 기피되는 말 대신에 쓰이는 
것, 또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언어 행동으로서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어 수사학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婉曲法’(완곡법) 또는 ‘婉
言法’(완언법)이라고 하였다. ≪應用漢語詞典≫(2000)에 따르면 ‘委婉’은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을 가리키고 ‘婉曲’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말
한다. ≪中國語大詞典≫(2005)에서는 ‘委婉’과 ‘委婉語’를 ‘말이 완곡하다’, 
‘(노랫소리 따위가) 높낮이가 있고 아름답다’, ‘부드러운 말’, ‘완곡한 말’이
라고 정의하였다. 
  王力은 ≪古代漢語≫에서 봉건사회에서 기피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통
치계급에게 미움을 사면 화를 입을 수 있어서 완곡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委婉’이라고 하였다.1) ≪現代漢語≫(2003)에서 ‘婉曲’은 ‘婉轉’이
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
여 그 사물과 동의관계인 단어나 문장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수사법이라
고 한다. 수사학에서 완곡 표현은 ‘曲折’，‘微辭’，‘婉轉’, ‘避諱’, ‘委婉’, 
‘婉曲’ 등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李軍華 2010:10).2) 
  常敬宇(1995)는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자아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일부러 완곡어법을 사용하는데 거친 언어에 비해 우아한 언어를 완
곡어라고 하였다. 李軍華(2004)에 따르면 완곡어는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사회 문화적인 규범을 지키기 위해, 또는 관습과 사교 주체의 심리적인 요
구로 직접표현 대신 원래의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대용하는 언어 현상이
라고 하였다. 熊金豐(1991)은 완곡어를 금기어의 대체 언어로 보는 동시에 
교제를 위한 대화 방법과 태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완곡 표현에 관한 정의를 보면 완곡어법을 영어권에서는 ‘미어

1) 陳望道는 ≪修辭學發凡≫에서 ‘委婉辭格’을 ‘婉轉’(완곡하다, 은근하다)와 ‘避諱’(피휘)로 나누었다
(李軍華 2010:10).
2) 구체적으로 ‘함축적이고 은근하게 표현하는 법’, ‘어기를 완화하게 하는 법’, ‘부드럽고 에둘러 표
현하는 법’, ‘비슷한 말로 대체하는 법’, ‘암시적이고 온화한 말로 표현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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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사 완곡어법’, ‘우언법’ ‘에둘러 말하는 것’, ‘듣기 좋게 하는 것’이
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기피되는 말 대신 쓰이는 것’, ‘꺼려지는 표현의 
대안’, ‘체면손실을 피하는 것’,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 ‘부정적 연
상을 삭감하는 수단’, ‘충격적인 것을 대신하는 우회적인 표현’, ‘완곡하게 
표현하는 언어 표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 고대한어
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완곡어법이 금기와 관련이 많은데 특별히 ‘國忌’를 
중요시하여 ‘봉건사회에서 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자에 따
라서 ‘委婉’을 ‘화자와 청자의 심리를 고려하고 언어효과를 노리는 것’,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 ‘본의와 관련되거나 의미가 비슷한 
말로 대체하는 것’,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지키는 것’,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 ‘우회적인 표현’, ‘부드러운 표현’, ‘완곡한 표현’, ‘모호하고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권에서는 완곡 표현이 부드럽고 듣기 좋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 즉 완곡어법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에서는 완곡 표현을 사용
하게 되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꺼려지고 기피되고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언어에 대한 대안이라고 한다. 또한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의 입장을 고려
하는 ‘체면’(face)의 개념을 사용하여 화자가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를 적절
하게 반영하여 완곡 표현의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국어
에서는 봉건사회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완곡 표현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요인, 긍정적인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관점에서 연
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수사법인 ‘委婉’과 ‘避諱’를 합하
면 대체로 영어의 ‘euphemism’ 개념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같은 한자 문
화권인 한국어에서도 ‘避諱’가 완곡 표현에서 잘 다루어야 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사법은 언어의 표현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간접적이고 비슷한 유의어로 대체’하는 완곡 표현
은 수사법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간접 표현의 한 부류인 
완곡 표현을 수사법의 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완곡 표현이 특정한 표현 
효과를 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완곡 표현 개념의 
본질에 더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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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완곡 표현의 분류에 관하여 보면 영어권에서는 금기시되는 영역
들, 즉 성적인 것, 죽음, 질병, 돈, 종교, 정치, 신체 기능 등으로 나눈다. 
한국어에서는 말하기 꺼리는 신체의 명칭, 성행위, 배설 행위 등을 표현하
는 어휘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각종 불행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경외
감에서 비롯하는 원시 신앙, 죽음, 질병, 형벌, 그리고 음식, 인명, 직업, 
신분에 관하여도 다루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성행위와 배출 부위, 신체적 
결함, 죽음, 연로, 불건전한 사회 현상, 직업과 직무, 실업, 숫자의 터부 
그리고 정치, 광고, 외교에 관련된 완곡 표현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완곡어에 대응하는 기본이 되는 어휘소들
은 다분히 금기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금기어와의 
관련 속에서 완곡어, 완곡어법을 다루고 있다. 언어 금기는 ‘普遍性’(보편
성-어느 민족이나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 ‘地域性’(지역성-
방언에 따라 달리 나타남), ‘時代性’(시대성-시대에 따라 금기사항이 달리 
나타나는데 가변성이라고도 함), ‘聯想’(연상-연상 심리에 의해 금기시하는 
것이 사물 자체가 아니라 호칭 또는 발음이 될 수 있음) 등 네 가지 특징
이 있다(李軍華 2010:36-37). 금기와 금기어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면 
어휘차원의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좁아 금기어에 국한
될 수 있고 완곡 표현 사용에서 또 다른 핵심적 역할을 하는 언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3)  

3) 금기어와 완곡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으로 완곡어는 금기어를 대신하는 것
으로 금기어는 완곡어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금기어와 완곡어는 사물과 현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① 종교 신앙, 신성한 사물과 대응관계가 있다. ② 봉건사회의 신분
특권, 종법예교와 대응관계가 있다. ③ 봉건미신과 대응된다. ④ 질병, 죽음, 재난 등 사람들이 기피
하는 일, 개념과 대응된다. ⑤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사물, 현상과 대응된다. ⑥ 순탄치 않은 인생문
제, 은폐하려는 사회문제와 대응된다. 차이점으로는 ① 나타나는 특징이 다르다. 금기어는 말하기 꺼
려하거나 감히 말하지 못하거나 말해서도 안 되는 어휘이고 일부 사람들이 특수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언어행위이다. 완곡어는 화자가 사회 문화, 사회심리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골라 직설적이고 금기된 어휘를 대체하는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언어행위이
다. ② 사용 목적이 다르다. 금기어는 솔직하게 말하거나 심지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완곡
어는 기분을 좋게 하거나 해학적인 재미를 위한 것이다. ③ 표현 효과가 다르다. 금기어는 그 대상
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봉건사회에서의 금기는 언어교제를 저애하는 소극적인 작용을 하
였는데 지금은 특수한 표현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청자로 하여금 위력을 느끼게 하거나 청자에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신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외교적으로 금기어를 사용하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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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고전적인 어휘론적 완곡어법이 언급되면서 아울러, 동의관계의 어
휘 차원을 벗어난 정반대가 되는 단어나 문장으로의 표현, 담화 차원의 화
용론적 완곡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완곡 표현을 고전적인 수사 
범주의 완곡어법으로만 보지 않고, 언어수단을 써서 부정적인 의미를 베일 
속에 감추는 언어적인 조정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완곡 표현은 상대방에 대
한 공손한 배려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언어 행동인데, 그 
외에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는 언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다섯째, 완곡 표현의 개념 명칭에 관하여 한국어에서는 ‘완곡어’, ‘완곡
어법’, ‘완곡 표현’이라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委婉語’(위완어), 
‘婉曲法’(완곡법), ‘婉言法’(완언법)라고 하는데 수사학에서는 ‘曲折’，‘微
辭’，‘婉轉’, ‘避諱’, ‘委婉’, ‘婉曲’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외감은 공포 심리, 부정적인 느
낌은 불쾌 심리와 관련되고, 화자가 드러내기 어려운 것은 수치 심리와 관
련된다. 따라서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정서적 요인으로 공포 심리, 불쾌 
심리, 수치 심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완곡 표현의 유형

김미형(2000:32)에 따르면 완곡 표현은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눈
다. 전통적으로 완곡어로 언급된 것과 시사적인 용어 표현과 관련되는 것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격화시키기도 한다. 완곡어로 금기어를 대체하거나 정치, 경제, 군사 상업 등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죽음, 질병, 몸무게, 연령, 사생활, 장애, 가난, 사회
신분, 직업 등 민감하고 자극적인 화제를 다룰 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대신 사용된다. ④ 대응하는 유형과 수량이 다르다. 어떤 완곡 표현, 예를 들면 해학적이고 유머
러스한 효과를 위한 표현은 대응하는 금기어가 없다. 또한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직업금기, 개인
금기, 지역금기 등은 그에 상응하는 완곡어를 찾기 어렵다. ⑤ 완곡어는 금기어보다 유동적이고 가
변성이 있어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 완곡어가 일정한 기간 사용되다가 지칭하는 
사물과의 거리감이 없어지면서 완곡성이 사라지면 금기어가 되어 버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완곡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금기가 존재하는 한 완곡어는 부단히 발전하고 새롭게 탄생한다(李軍華 
20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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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휘 층위의 것들인데, 성격상 원래의 낱말이 갖는 좋지 않은 뜻을 감
추고 대신 좋은 어감을 지니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것이다. 문장의 표
현, 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곡성을 갖는 것들은 문장 층위의 것들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부담스러울 때 그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표현
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범위를 기준으로 ‘狹義委婉語’(협의 완곡어)와 ‘廣義委婉
語’(광의 완곡어)로 나눈다. 협의 완곡어는 ‘委婉詞語’(완곡 어휘)를 말하는
데 보통 ‘約定俗成’(약정속성)되어 일정한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나 구를 가리킨다. 광의 완곡어는 언어체계 속에서 ‘語音’(음성), 
‘語法’(문법), ‘話語’(대화) 등 방식을 통하여 임시 구성되어 완곡 표현의 
기능을 갖는 것이며 ‘臨時性’(임시성), ‘個別性’(개별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완곡어의 사회적 발생 요인을 보면 궁극적으로 일치하고, 간접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束定芳·徐金元 1995:17-22). 

완곡 표현을 고정 여부에 따라 ‘固定委婉語’(고정 완곡어)와 ‘臨時委婉
語’(임시 완곡어)로 나눌 수 있다. 고정 완곡어는 고정된 형식이 있는데 사
람들이 그것을 표준 형식으로 간주하고 언어집단에서 관례규범으로 지키
고 있는 것들이다. 고정 형식(일반화된 언어부호로서 특정된 언어 형식을 
갖춤), 전형적인 언어 환경(특정된 사회 문화 전통, 교제장소, 배경), 특정
한 사건과 대상(사물, 현상), 비교적 명확한 지칭 대상(직설적인 언어와 비
슷하여 유추가 필요 없음)이 있는 것이다(李軍華 2010:52-58).4) 고정 완
곡어에는 음성, 어휘, 문법 등 차원에서의 구성 방식이 있다. 음성 방식에
는 음 삭제, 피음(避音), 변음이 있고 어휘 방식에는 전문용어, 파생어, 수
사법으로 구성된 완곡 어휘, 차용어가 있다. 문법 방식은 어떤 고정적인 
문장 형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장에서 어기와 부정은 
유표성을 나타낸다. 임시 완곡어는 사회 문화 전통에 적응하고 의사소통하
려는 교제심리 목적으로 주로 ‘言語’(말) 수단이나 ‘邏輯’(논리) 수단을 통
하여 그 뜻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보면 고정 완곡어는 협의 완
곡어와 광의 완곡어의 일부분인 ‘음성 방식’, ‘문법 방식’을 포함한다.   

4) 具有固定的形式,具有典型的語言環境,具有特定的事件或對象,具有明晰的所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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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2000:28)은 언어 연구의 역사에서 보면 작은 어휘적 범주의 주제
가 구절, 문장, 담화적 범주의 주제로 넓혀지면서 어휘, 구절, 문장 표현의 
전체적인 언어 형식을 대상으로 개념적인 확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본고
에서는 완곡 표현의 범주가 작은 어휘적 층위에서 통사, 의미, 화용, 텍스
트 층위의 주제로 넓혀진다고 보고 어휘, 구절, 문장, 텍스트 차원의 전체
적인 언어 형식을 대상으로 그 범주를 상정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식 차원
에서 표현되는 완곡 표현 방식을 어떤 범주적인 관련성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야 다소 상이한 개념들을 아울러서 완곡 표
현의 범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개념어가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면 사람들이 ‘완곡’이라 칭한 대상에는 형
식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성격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대상들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완곡 표현은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
서의 완곡 표현은 낱말과 문장 층위에 속한 언어적 단위의 문체적 성능과 
효과를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완곡 표현은 텍스
트의 전체 의미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체의 성능과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
다. 여러 문장이 통사적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아니라 언제나 발화들로, 의
사소통적으로 구성된 텍스트 전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박성철 2004:516). 
여기에서 완곡 표현의 종류를 함께 묶으면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전통적
으로 완곡어로 언급된 것, 시사(時事)적인 용어표현과 관련된 것들은 어휘 
차원의 것들이고, 다음으로 문장의 표현, 또는 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
곡성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 것들은 문장 차원의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여
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단순한 문장의 범위를 넘어선 텍스트 차원에서
의 완곡 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어휘 층위의 것은 완곡어, 문장 층위와 텍스트 층위의 것
은 완곡 표현이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일관되게 완곡어라고 한다.5)

5) 陳望道는 두 가지 정의에서 완곡 표현을 ‘話’, ‘說話’, ‘詞’, ‘辭格’라고 하였고 陳原은 이러한 명
확하지 않은 개념을 인식하고 ‘委婉語’를 선택하였다(李軍華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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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완곡어 완곡 표현
어휘 층위 문장 층위 텍스트 층위

중국어(1)
狹義委婉語(협의완곡어)

(단어/구)
 廣義委婉語(광의완곡어)
(음성/문법/대화+방식)

중국어(2)
固定委婉語(고정완곡어)
(음성/어휘/문법+방식)

臨時委婉語(임시완곡어)
(말/논리)

중국어 委婉語(완곡어)
한중 대조 연구 완곡 표현

<표1> 한중 완곡 표현의 유형 

<표1>에서 보면 한국어에서의 어휘 층위는 중국어(1)에서 협의 완곡어에 
속하고, 문장 층위와 텍스트 층위는 중국어(1)에서 광의 완곡어에 속한다. 
한국어에서의 어휘 층위와 문장 층위는 중국어(2)에서 고정 완곡어에 속하
고 텍스트 층위는 중국어(2)에서 임시 완곡어에 속한다.6) 본고에서 ‘완곡 
표현’은 ‘완곡어’, ‘완곡어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아래 한국어 완곡 표현의 범주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어휘 층위의 완곡어들은 원래의 낱말이 갖는 좋지 않은 뜻을 
감추고, 대신 좋은 어감을 지니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을 띤다.  

(1) ㄱ. 호랑이-산신령, 산군                 천연두-큰 마마, 손님  
   ㄴ. 변소-화장실, 작은집                 월경-달거리, 마술
   ㄷ. 강자와 약자의 관계-갑과 을의 관계   해고-구조조정, 기구축소
   ㄹ. 죽다-먼 길을 떠나다, 고택골로 가다  실패하다-물먹다 
  
(1ㄱ)은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의 예인데, 금기어란 민간 신앙에서 

어떤 단어를 말함으로써 재앙이 온다고 믿게 된 단어들로 두려움의 대상
이 되는 것들이다. (1ㄴ)은 금기시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 더럽
고 안 좋은 것이라서 직접 표현하기에 주저되는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대
신하는 것들인데 일상적인 완곡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1ㄷ)은 현대

6) ‘임시 완곡어’에는 ‘광의 완곡어’의 대화 방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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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직접 표현하면 자극적이어서 우
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7) (1ㄹ)에서는 완곡성을 지닌 관용구를 써서 불쾌
하거나 안 좋은 어감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8)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
휘 층위의 완곡어에는 재앙이 온다고 믿었던 두려운 것들, 더럽거나 은밀
하거나 안 좋은 것들, 현대사회에서 거부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 

문장 층위의 완곡 표현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청자로 하여금 불
쾌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할 때,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장 층위의 완곡 표현은 다분히 화용론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목
록으로 제시할 수 없으나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위해 사
용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는 예시를 할 수 있다. 

 (2) ㄱ. 그거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ㄴ. 창문 닫으세요.→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돈 좀 꿔 줘.→         혹시 돈 있으면 좀 빌렸으면 하는데…
    ㄷ.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좀 신경 썼더라면 잘될 걸 그랬구나.
    ㄹ. 경영자 측은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경영자 측은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
   
(2ㄱ)은 거절화행인데 직접적이고 단언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사과의 말을 

곁들여서 자신의 능력부족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듣는 이가 
직접 거절당했다는 불쾌한 느낌을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2ㄴ)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요청, 또는 명령의 표현을 하는 대신 공손을 나타내

7) 계약서에서 비롯된 갑을 관계는 흔히 경제적 관계에서의 강자와 약자를 빗댄 표현이다. 갑을문
화, 갑을관계의 뿌리는 수직적인 체제가 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인 갑이 그렇지 않은 을에게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우
리는 흔히 강자와 약자는 갑을 관계에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과 을은 분명히 더불어 살
아가야 하는 대등, 수평 관계지만 현실은 갑이 을보다 훨씬 우월한 특권을 누리는 수직적 관계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 파문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부과(연합뉴스, 2013.07.08)”라는 인터넷 기사 
제목에서도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8) ‘물먹다’는 ‘물을 먹다’에서 온 것으로 이때의 ‘물’은 ‘헛물’이고 ‘물먹다’는 ‘헛물 먹다’에서 접두
사 ‘헛-’을 생략(무표지)한 것인데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위에서 밀려난다는 뜻이다. ‘그릇’인 사람
이 내용물인 ‘헛(물)’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와 ‘탈락’이라는 개념적 은유로 연결된다(채춘옥 
20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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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문의 완곡 표현이나 가정과 희망의 표현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만약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해 놓는 것이다. (2ㄷ)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는 상대방이 책임을 다했을 상황과 결과를 가정하여 이해하는 식으로 표
현함으로써 직접적인 비난을 들을  때 느낄 불쾌감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2ㄹ)은 명령화행의 강한 주장을 피하고 희망 사항을 완곡하
게 표현하여 좀 더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문장 층위의 완곡 표현에는 상
대방에 대한 비난, 요청, 명령, 거절, 추궁 등 청자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것을 완화한 표현도 있고, 화자의 행위에 대해 완화한 표현을 하여 상대방
을 배려하는 것도 있다. 

텍스트 층위의 완곡 표현은 텍스트의 문체적 측면을 지식·규범·상황·기
능 등과 텍스트 외적·초개인적인 의사소통 요인들과 직접 연관시키면서 주
어진 객관적 소여(所與) 사실로부터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바가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한다. 텍스트나 언어 사용의 차원에서 완곡 
표현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와 의사소통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완곡 표현은 반드시 금기시되거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도 모르는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기보호와 상대방 배려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2003년 6월 6일 노무현 대통령 방일 시 아키히토 천황 내외 
주최 만찬 답사의 일부이다(박성철 2004:539).

(3) 이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그야말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서로가 존경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지
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3)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는 현시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특
성 부여를 시사하는 표현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면 수백 년 동
안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워졌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원망 의식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과거 관련을 도입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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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서 논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이용하였다. 연사(演士)가 과거가 어떠했고 현실이 실제로 어떠하든지 그
것을 직접 일깨우는 것은 자칫 미래지향의 공동 노력을 호소하는 논지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설득의 포인트를 놓쳐 버리게 할 수 있다. 따
라서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동어 반복을 사용하여 미래를 향한 공동 노력 호소의 이유이
자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는 이웃’으로 ‘서로 불신하고 증
오하는 이웃’이라는 역사와 진실을 나타내는 표현을 대신하여, 더 이상 과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완곡 표현으로 대표되는 외
교적 표현 방식은 궁극적으로 설득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
로 나타난다. 

국가 간 교섭이라는 제도적 의사소통 형태에 대해 통상적으로 외교 분
야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적 언사를 자제할 것과, 어
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 잡힌 온건한 언사를 구사할 것으로 기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 텍스트가 무조건 내용을 합리적으로 엮어 청중
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거나 사태를 감정 개입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후속 영향이나 결과를 고려한 예비적 조치로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손실을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메시지 내용 대신
에 오히려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주고 부정적인 측면을 은폐시
키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행동이 보다 중요성을 얻는다. 완곡 표
현은 본질상 심한 감정상의 동요와는 거리가 멀고 그 대신 차분하고 지속
적인 기분 상태를 자아내는 것이다.

어휘 층위의 완곡어나 문장, 텍스트 층위의 완곡 표현은 불쾌감을 주는 
정도나 듣기에 불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습관화되어 고정적인 
표현으로 굳어진 것도 있고, 그 상황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해야 하
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모두 되도록 듣
기 좋게,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하여, 부드럽게 말을 하려는 표현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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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2001:32)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학적인 개념은 일차
적으로 언어 형식의 수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지만, 언어 형식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 의도나 방식, 표현 효과에서 흡사함이 
있다면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
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에서는 완곡 표현의 범주와 관련하여 어휘와 문장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고 텍스트에 관련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하다. 본고에
서는 언어의 설명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생각하여 어휘, 문장, 담화, 텍스트 등 차원에서의 완곡 표현은 동일한 
표현 의도와 동일한 표현 효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상이한 언어 형
식이라는 차이점을 뛰어넘어 한 범주로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어휘 층위의 완곡어와 문장, 텍스트 층위의 완곡 표현은 모두 넓은 범
위에서의 ‘완곡 표현’이라는 한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2.2. 완곡 표현의 정서적 요인 

완곡 표현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관련을 맺
는다. 이러한 심리는 흔히 정서로 표출되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서
는 인지, 동기와 함께 마음을 이루는 3요소로 불린다. Robert 
Plutchik(1980)는 ‘정서의 심리 진화적 이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선천적
이거나 원형적인 기본정서를 공포, 분노, 기쁨, 슬픔, 수용, 혐오, 기대, 놀
람 등 8가지로 설정한 바 있다.10) 최승희·김수옥(1995)에서는 Plutchik의 
정서유형을 소개한 뒤, 좀 더 간결하게 불쾌정서, 공포정서, 불안정서, 분
노정서, 사랑 등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의 정서를 좀 더 뚜렷이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상하게 되는 요인은 공포

9) 박성철(2004:526)에서는 완곡법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추려 보았다. “완곡법은 ‘대체’ 표현법이
다. 대체되는 대상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다. 의도적인 행위로서 완곡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다. 완곡법은 부드러운 감정을 유발하
며 ‘격식을 갖춘’ 문체를 낳는다.”
10) 권석만 외(2000: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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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수치감 및 불쾌감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상황에 있어서 화자
와 청자 상호 간에 공포감, 수치감,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만족하게, 호
의적으로 피차 의미를 교환하려는 의식이 완곡 표현의 발생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2.2.1. 완곡 표현과 공포 감정

공포 감정은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상황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대상을 피할 수 없다고 지각될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나 정서이
다. 인간의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외의 대상, 죽음, 질병,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공포이다. 공포심은 고대 미신관념, 봉건적인 종법예교, 문화 
심리, 부정적인 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2.1.1. 고대 미신관념의 영향

고대 미신관념의 영향으로 나타난 금기어는 금기 현상 또는 사람들의 
영물 숭배와 함께 나타났다. 고대 사회에서는 생산력, 지식 능력, 인식 능
력 등 여러 조건의 제약으로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었다. 귀신이나 도깨비를 인정하는 사회나 집단에서는 경외의 표
적이 되는 대상(인간 또는 토템), 종교를 가진 사회에서는 신이나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금기 현상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한
중 두 나라에서 모두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표현하는 단어가 길흉화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서 신령에게 불길하거나 화
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는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터부는 두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경외시해야 할 인물이나 사물, 즉 통치
자, 적, 사망자 혹은 그 소유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연현상(바람, 천둥, 비, 번개, 지진, 화산), 생로병사
와 같은 자연 규율에 대한 공포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물이나 사물과 관련된 것을 금기시하는 언어가 바로 금기어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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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의식주 통과의례
질병

신체
부위

대인
관계

남녀 생업
산신
山神유형

음식
식사

죽음
장례

임신
출산

빈도
(백분율)

107
(14.2)

62
(8.2)

20
(2.7)

52
(6.9)

62
(8.2)

42
(5.6)

41
(5.4)

21
(2.8)

4
(0.5)

금기어는 원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어떠한 인종이나 사회, 집단
에도 금기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금기는 한 문화의 행동 모형의 일부를 형성하며 예나 지금이나 상이한 
문화권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공동체에서 문화적 행동 전
범(典範)은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적합하고 부적합한
지, 무엇이 존경할 만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것인지 말해 준다. 어릴 때부
터 습득하게 되는 이러한 전범은 원칙적인 가치와 신념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삶의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과 견해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다. 이러
한 규정이 공식적인 법률에 정초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라 할 수 있다.

<표2> 한국어 금기어의 범주와 빈도11)

  한국어에서 금기는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적 현상이며 
한국인의 심리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표2>는 한국에서 인간 생활과 관
련된 금기어에 관하여 내용 면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금기어의 빈도가 [의
식주> 죽음·장례/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생업> 임신·출산> 산
신] 순으로 나타난다. 금기어의 빈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것이 더 중
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된 말이 많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전의 사회에 비하여 터부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특정한 영역에서 건드
리거나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일이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중요한 터부들이 사라지고 ‘모든 

11) 김성배(1975)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금기어 중에서 전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금기어 625개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박정열·최상진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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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허용되는’ 계몽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
는 공적인 대화에서 편견 없는 자유로운 방식을 요구함과 동시에 완곡 표
현이나 수사적 전략을 통해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과 터부시되는 것을 숨
기려 한다. 이처럼 언어적인 대체표현에 속하는 완곡 표현은 터부와 결부
되어 있다.

  2.2.1.2. 봉건사회의 계급특권 및 종법예교의 영향

  원시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이름에는 원래 갖고 있던 
미신적 관념 위에 예교(禮敎)라는 정치적 색채가 입혀졌다. 봉건 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엄격한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완곡 
표현을 사용하였다. 군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금자탑 모양의 삼엄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군주전제의 정치제도 중에서 고대 관직의 
수와 양과도 관계된다.12) 한중 두 나라 봉건 사회에서는 모두 사람 생전
의 사회적 지위의 존비(尊卑)와 맞물리는 완곡 표현을 사용하여 전용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생긴 것이 피휘(避諱)인데 고
대 중국 문화권에서 군주나 자신의 조상, 손윗사람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다.13) 피휘는 크게 ‘國諱’와 ‘家諱’로 나눌 수 있는
데, 이것 외에도 성인의 휘를 피한 ‘聖諱’와 고관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이
용하여 피휘를 강요한 ‘官諱’가 있다. ‘國諱’는 군주의 이름을 피하는 것인
데 피휘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도 엄격한 것이며 보통 황제는 7대 위, 왕
은 5대 위의 지배자까지 그 이름을 피했다.
  중국 봉건사회의 사람들은 황제의 지고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황제
와 황후 및 선조의 이름을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면 벌

12) 위진(魏晉)시기의 구품제(九品制)와 당나라 때의 산관품계제도(散官品階制度)는 각 급마다 관직
의 신분에 관한 호칭이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식 문산계는 고려 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관인들의 지
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질서체계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정식으로 채택한 것
은 995년(성종 14년)이었고 공적질서체계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13) ≪康熙字典≫에서 ‘生曰名, 死曰諱’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살아 있는 분의 이름은 명(名)이고 죽은 
분의 이름은 휘(諱)라고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살아 있는 높은 분의 이름을 휘(諱)라고 하기도 한
다. 어떤 이유에서 직접 부르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을 ‘피휘한다’, 줄여서 ‘휘(諱)한
다’고 표현한다. ‘휘’(諱)에 ‘꺼린다, 피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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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람의 이름, 자연현상, 
지명, 물건의 명칭 중에 어느 글자 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반드시 피
해야 했다. 이는 봉건사회의 계급특권 및 종교예법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
진 엄격한 언어 금기였다. 이러한 휘(諱)는 가족 간의 호칭에도 영향을 주
는데 봉건사회의 종법관념에서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절대복종해야 하고 
부친, 조부와 어른들의 이름조차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었다. 한국도 중국
의 영향을 받아서 봉건 예법과 윤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생겨나는 사례는 한중 양국 언어의 완곡 표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이러한 삼엄한 등급제도가 없어졌지만 새
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 영도자가 사망하면 한국어로는 ‘서거’, 중국어
로는 ‘逝世’로 표현하고, 일반 서민의 죽음은 한국어로 ‘죽다’, ‘돌아가다’, 
‘사망하다’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死’, ‘去世’로 표현한다. 과학문화계 대부
의 죽음을 한국에서 ‘큰 별이 떨어지다’로 표현하고 중국에서도 ‘巨星隕
落’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완곡 표현의 사용은 어느 정도 예전의 ‘신분
등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2.1.3. 문화 심리적 영향

  문화 심리적 영향으로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을 피하는’(避凶求吉) 심
리를 들 수 있다. 陳炯은 ≪中國文化修辭學≫(2001:84)에서 “평화, 건강, 
쾌락, 행복, 부유, 명예, 진보를 갈망하고 전쟁, 사망, 질병, 고통, 가난, 
낙후를 싫어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이다.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
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특히 강
하다.”라고 하였다. 기피(忌避)의 이유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신성함을 범
하지 않겠다는 심리적 압박일 수도 있다. 
  김선풍(1994:56-58)에서도 한국에서 금기란 신성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복합 관념이 포함되는데 신성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를 기피하는 양면성의 종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전자
는 왕이나 신, 영혼 등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사망, 질병, 출산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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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포감을 주는 예 (나) 완곡 표현
  ㄱ. 그 친구 죽었어. 그 친구 영영 우리 곁을 떠났어.

ㄴ.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무사히 다녀오리라 믿어요.
ㄷ. 그 일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 일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ㄹ. 이번에 탈락할 수 있어요. 이번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 있다. 또한 금기를 범하면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어떤 재앙이 이를 범한 
사람에게 덮친다고 간주한다. 금기는 한국에서 절대적 규범, 사회적 제약
과 규범, 종교적 요건, 생활의 지혜 등의 의미로 신봉되어 왔고 그 같은 
위력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구한 역사와 
오랜 풍습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생활화되었고 한국인의 피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중 양국에서 모두 일상생활에서 ‘避凶求吉’의 문화 
심리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경험론의 인과율적 판단
과 믿음에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현대인은 그 과학성이나 진실성을 가려
가며 삶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2.2.1.4. 공포감을 주는 표현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신과 관련되는 과거의 금기어가 현대의 생활 방식
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완곡 표현은 청자로 하여금 공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피하고 부드러운 완곡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3> 공포감을 주는 문장

<표3>의 (ㄱ)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 (ㄴ)은 사건, 사고에 대한 공포감, 
(ㄷ), (ㄹ)은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표현이다. 위의 예문 (가)와 (나)를 
비교하면 전자는 두렵고 부정적이며 절망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고무적이
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다. 죽음, 사고, 실패 등은 남에게 밝히기 꺼리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예의를 중시하고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심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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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 표현을 부정적, 절
망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심리언어학적 입장이나 언어 교
육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2.2.2. 완곡 표현과 수치 감정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저속한 것을 피하고 우아한 것을 미
덕으로 삼는’(避俗求雅) 심리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사망, 질
병, 생리 현상,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를 쓰기 꺼렸으며 저속
한 취미와 나쁜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한 단어를 피하였다.

부끄러움은 ‘체면의식’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서이다. ‘체
면’이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한규석·최상진 1998). 체
면이 서는 것은 ‘자존심, 자부심’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체면이 안
서거나 면목이 없는 경우에는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등으로 나타난
다. 체면의식은 대인관계를 위한 역할 기제로서 ‘남의 이목’과 ‘치례’에 대
한 규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체면’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부끄러움’의 정
서는 우리 사회 규범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선희 2001:124). 부끄
러움은 수치심(shame)과 수줍음(shyness)의 의미가 다 있다고 본다. 부끄
러움이 한국인의 대표적 정서로 된 것은 대인 관계에서 역할 관계를 위한 
기제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동기가 없는 대화상황에서 수치 감정
을 가지게 되는 언어 표현에는 성적 표현과 생리적 표현이 있다. 성적 부
위와 행위, 및 생리적 현상을 연상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상스럽고 품위가 
없거나 예의가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됨과 더불어 수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치 감정은 그러한 성적, 생리적 표현을 기피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고, 이 기피의식은 간접적이고, 시사적이며, 은폐적인 완곡 표현을 산출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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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쾌감을 일으키는 예 (나) 완곡 표현
ㄱ. 저 집 애는 벙어리에요? 저 집 애는 언어장애가 있어요?
ㄴ. 너 정말 말랐어. 너 정말 날씬하네.
ㄷ. 재수는 꿈도 꾸지 마. 올해 수능시험은 무사히 치르길 바랄게.
ㄹ. 그는 청소부이에요. 그는 환경미화원이에요.
ㅁ. 그 집 따님은 저능아입니다. 그 집 따님은 정신지체아입니다.

 (4) ㄱ. 오줌-소변(小便)                       [고유어-한자어] 
     ㄴ. 이슬-월경(月經)/생리(生理)-멘스       [고유어-한자어-외래어] 
     ㄷ. 결혼 전 성관계를 갖다-속도위반하다,  강간당하다-성폭행당하다  
         
(4ㄱ, ㄴ)에서 보다시피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거나 고유어나 한자어

가 외래어로 대체된다. (4ㄷ)의 경우 ‘결혼 전 성관계를 갖다-속도위반하
다’, ‘강간당하다-성폭행당하다’ 등에서 보다시피 성적, 또는 그 행위를 직
접적,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단어나 표현은 은유적, 상징적 표
현으로 교체, 변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심리적 동기인 수치심에
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치심은 양심에 의해서건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건 사회 규범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고 자신의 정체성 회복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남을 
돕는 이차행위 또는 보상행위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부끄러움을 일으키
는 표현을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끄러운 감정이 충만하면 불
쾌 감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2.2.3. 완곡 표현과 불쾌 감정

불쾌 감정은 상호 간의 언쟁, 불만스런 행동이나 태도로 인하여 마찰이 
생길 때 나타나는 언짢은 감정이다. 

<표4> 불쾌감을 주는 문장

<표4>에서 보면 (가)의 (ㄱ)에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벙어
리’라는 말이 열등의식을 자극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말로 ‘병신’, ‘장님’, 



- 33 -

‘난쟁이’, ‘절름발이’ 등이 있다. (ㄴ)에서는 자신의 외모에서 제일 민감한 
부위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에 해당하
는 말로 ‘뚱뚱하다’, ‘못생기다’ 등이 있다. (ㄷ)에서는 결론적으로 부당하
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나 사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
하여 불쾌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직설적인 부정문이 이에 속한다. (ㄹ)
의 ‘청소부’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대개 자기의 불행한 
현실생활과 처지를 환기시키는 표현을 들으면 수치 감정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때로는 모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ㅁ)에서 
보면 정신 활동적인 측면에서 정상이 아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불쾌감과 
더불어 좌절감을 갖게 한다. <표4>에서 (가)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며 화
자 중심적인 데 반하여, (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청자 중심적이다. 
열등의식이나 수치 감정을 자극하거나 조장하는 직설적인 말을 들을 때 
비록 그 표현이 사실이지만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면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불쾌감은 윤리 도덕적 기준이 파괴될 때, 수치 감정이 
극대화될 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2.3. 완곡 표현의 인지적 요인

인지의미론에서는 인간이 의미를 이해하고 발신하는 주체라고 보고 인
간의 신체성, 즉 각종 감각, 지각, 인지작용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의
미라고 생각한다.14) 

14) 인지의미론에서 말하는 의미의 범위는 생성문법 등의 객관적, 계산주의적인 언어관에서 파악한 
의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도 크게 다르다. 임지룡 등(2002:184)에 따르면 인지의
미론의 의미를 특징짓는 여러 관점이나 견해가 있다. ① 의미부여에 의해 생긴다. 의미는 상황 속에
서 기호에 담겨 있는 것(encoding)이고 주관적으로 해독되는 것(decoding)이다. 보통 인지작용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창조되어 해석된다. ② 의미부여의 근
간이 되는 지식적인 틀로서 이상적인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이나 틀이 존재한
다.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적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로는 ICM을 배경으로 상황에 따라서 전경화되는 의미 측면과 후경화
되는 의미 측면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③ 적절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전에 기재
되어야 할 사전적,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시된 대상에 의해 환기되는 광범위한 백과사전적 지식
도 관계가 된다. ④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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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미론에서 원형론이나 도식론은 개념형성론, 특히 범주화라는 개념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설의 하나이다. 전형적인 예를 중심으로 세계를 
개념화하거나(원형론)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상황을 개념화하는(도식론) 능
력은 인지적 의미를 밑받침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들은 언어의 현재 모
습을 동기화하는 유효한 설명이론 중 하나이다.15)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범주를 이
용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인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룡 2008:81).  

완곡 표현의 인지적 요인에서는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완곡 표현과 관
련된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를 살펴보고, 완곡 표현이 가지는 의미
는 완곡 표현이 지시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해 동
기 유발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16) 

  2.3.1. 원형이론과 완곡 표현에 대한 분석

원형이론(原型理論)에는 기본범주와 원형이론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Lakoff(1987:10)는 인지과학의 중심 목표를 이성과 범주화의 본질을 밝

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중 삼라만상의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찾는 과정

15) ‘동기화’란 언어에 대한 여러 배후에는 인지적인 작용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러한 인지적인 작용
아래 언어를 구조화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의 자립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인지언어학은 자의성의 층위를 넘어 언어가 현재의 모습으로 있는 이유를 해
명하려는 방향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가 현재 띠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신체성이나 목적지향
성 등에 의하여 동기화되어 있으며(유연성), 그 구조나 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나름의 인지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화를 찾는다는 것은 언어를 자연적인 대상으로 보
는 과학적 기술론의 범위를 벗어나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사용되며 전개되는 문화적인 대상으로 보
는 것이다(Lakoff 1987).
16) 인지의미론의 도입은 초창기에는 영어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이후 한
국어학계에도 인지의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활발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영어학계와 한국어학계 양쪽에서 은유와 환유에 대한 연구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
는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른 시기에 한정한(1990)은 
한국어 비유어 연구에 Lakoff의 상호작용적인 속성과 Langacker의 차원이론을 사용한 연구를 하였
으며 임지룡(1993,1995,1996,1997,1999)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인지이론을 가지고 은유와 환유를 사
물이나 사건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인지기제로 이해하였다. 인지적 관점에서 여러 은유이론과 환유 
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단행본인 김종도(2004, 2005)가 발간되었으며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신
체에 기반한 인간의 주요 감정 표현 전반을 다룬 임지룡(2006d) 등이 발간되어 한국어의 은유, 환유 
연구가 체계화되고 정립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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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징 뜻 예
상위층위
(superordinate) 기본층위를 일반화함. 추상적임. 가구

기본층위
(basic level)

중간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범주화
함. 인지적으로 더 현저한 범주의
층위, 곧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
물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층위임.

짧고 단순함.
빈번하게 사용됨.
(중립적인 문맥)

의자

하위층위
(subordinate) 기본층위를 세분화함. 구체적임.

[a+기본층위] 안락의자

범주를 구성하는 사례 관계
가로의 관계 세로의 관계

연쇄적으로 이어짐(가족 닮음)
범주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적인 공통
속성이 연쇄적(가로관계)으로 이어지
는 모형

범주의 계층성(상하관계)
상위층위, 기본층위, 하위층위식으로 계층  
관계를 구축하는 모형

가로, 세로 관계처럼 원형과 관련하여 부차적으로 생기는 효과가 원형효과임.

인 범주화(categorization)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범주화란 인간
의 사유, 인식, 행위, 언어 사용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이다.17) 

<표5> 범주의 구성

<표5>에서 보면 범주를 구성하는 사례 간에는 가로의 관계와 세로의 관
계가 있다. 세로의 관계는 상위층위, 기본층위, 하위층위로 계층관계를 구
축하는데 그 특징과 뜻은 다음과 같다.

<표6> 범주의 계층성

17) 고전적 범주이론에서 범주는 추상적인 용기로 인식되고, 그러한 용기는 사물을 그 안에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며, 구성원들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속성들이 그 범
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한다. 이는 선험적인 정의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
이 그러한 범주의 고전적 정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왔다. Wittgenstein(1953)의 ‘가족 유사성’ 
이론에서 Rosch(1973, 1978)의 ‘원형이론’에 이르는 연구들로 고전적 이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 고전범주 이론성이 원형이론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게 된다. Rosch 이후의 논의들은 ‘원형효과’의 원인을 규
명하려는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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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1969), Berlin et al(1974)에서 의자, 개, 차 등의 중간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범주화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계층을 기본층위(basic level)라
고 칭했다. 인지적으로 더 현저한 범주의 층위, 곧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층위인 것이다. 기본층위 범주들을 일반화하
여 가구, 동물, 탈것 등이 있는 상위층위(superordinate)를 구축하고 또 
기본층위를 세분화하여 안락의자, 진돗개, 승합차 등이 있는 하위층위
(subordinate)를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위층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낱말은 [a+기본층위]로 구성된 복합어인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층위 범주
들은 이름이 다른 층위에 있는 것들보다 가장 짧고 단순하며, 중립적인 문
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영상과 관련하여 기본층위가 가장 고유하고 기
본이 된다는 것이다.18) 

임지룡(1993:146)에 따르면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한 내부구조를 가지
며 원형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릴 수 있는데 주변으로 갈수록 그것다운 
속성, 즉 원소성(membership)이 희박해진다. 원형(prototype)은 그 범주
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19) 곧 원형
적인 보기는 중심적 보기이며 비원형적인 보기는 주변적 보기가 된다. 범
주화에 대한 고전이론의 특징은 필요충분조건, 즉 특정자질을 공유하고 범
주의 경계는 분명하며 범주 구성원의 자격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 비하여 원형이론은 범주 구성원들은 가족닮음처럼 공통 특성이 없고 

18) 기본층위 범주의 특성들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계층적 분류에서 상위층위도 하위층위도 아니
고 기본층위의 범주들과 가장 밀접하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Rosch, 
(1975)는 기본층위 범주들은 그 범주의 원소들이 공유하는 속성의 수를 최대화하며, 다른 범주의 원
소에 대해 공유하는 속성의 수를 최소화한다고 하였다. 기본층위 범주는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가 과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선 사과나 귤 같은 원형을 떠
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층위는 범주의 원형구조와 일치한다. 
19) Lakoff(1986:33-35, 1987:77-90)가 제시한 원형의 유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① 전형적 보기
(typical examples): 특성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② 사회적 스테레오타입(social stereotypes): 
전형적 보기와 대조를 이루는데 의식적이고, 대중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면 전체로서 한 범주를 나타
내기도 한다. ③ 이상적 보기(ideals): 문화적인 규범에 관련되고 이에 따라 질적인 판단을 내리고 
목표를 세운다. 많은 범주들이 이상적 보기에 의하여 이해된다. ④ 모범적 보기(paragons): 어떤 범
주의 모범적 보기, 예를 들면 기네스북, 십대가수 같은 제도에 해당한다. ⑤ 현저한 보기(salient 
examples): 사람들은 범주를 이해하는데 익숙하고 기억에 남고, 현저한 보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채식가인 친구가 있는데 다른 채식가를 모르면 그 친구를 일반화하는데 이것이 현저
한 보기가 된다(임지룡 199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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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경계는 모호하며 범주의 구성원들은 원형과 주변으로 정도성을 띤
다는 것이다.20) 원형이론에서 범주란 하나의 원형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
변적인 구성원들이 가족 닮음의 관계 속에서 방사상(radial)의 망으로 조
직되어 있다. 원형은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보기로서 원형효과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기본층위 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원형효과(prototype effect)가 나타나는데 여
기서 원형효과란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비대칭성을 뜻한다. Rosch(1975)
는 원형적인 보기는 비원형적인 보기와 비교할 때 그 범주에 소속되는지
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하였다.21) 한편 Lakoff(1987:58-67)
에서는 언어적 범주의 원형효과에 대한 보기로 유표성(markedness)을 들
고 있다. 유표성은 무표항과 유표항 사이의 비대칭성을 뜻하는데, 비대칭
성이란 한 원소나 한 하위 범주가 다른 쪽보다 더 기본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무표항은 기본적이고 유표항은 파생적인데, 구체적으로 
유표성은 다음 세 기준에서 비대칭성이 드러난다(Givón,T 1991:337).

①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 
   유표항이 무표항보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거나 크다.
② 빈도상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유표항이 무표항보다 빈도가 낮으며, 따라서 인지적으로 더 현저하다.
③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유표항이 무표항보다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시간에 있어서 복잡하다.

20) ‘가족닮음(family resemblance)의 증후군’이란 가족들 사이에는 체격, 용모, 눈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 다양한 닮음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자질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몇 자질만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것이다(임지룡 1993:45).
21) Lakoff(1987)는 우리가 ‘이상화된 인지모형’(ICM)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체계화하며 범주 구조
와 원형효과는 그러한 지식체계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원형효과는 이상화된 인지모형과 실제 세
계와의 일치의 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그러한 ICM과의 일치정도에 따라 원
형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개념은 출산모형, 유전자형, 양육모형, 결혼모형, 
가계모형 등 다양한 인지모형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원형적인 어머니는 이들 개별 모형들을 모
두 합한 그런 개념의 어머니인 것이다. 즉 아버지와 부부관계에 있고, 유전자를 제공하고, 나아 주
고, 길러주고 그런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어머니인 것이다. 이러한 인지모형을 Lakoff는 군집모형
(cluster model)이라고 했다. 이러한 군집모형에서는 군집을 형성하는 개별 모형들이 결핍되면 될수
록 범주의 주변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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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 표현은 의미의 변화, 파생 또는 전이로 형성된 것인데 이러한 완곡 
표현과 상응하는 금기어는 동일한 의미 범주를 형성한다.22) 인지언어학자
들은 전형적인 개체가 한 개념 범주의 원형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금기어와 완곡 표현으로 구성된 동일한 개념의 의미 범주에서 금기
어는 이 범주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족 유사성’이 있고 가장 쉽게 금기 사
물에 대한 전형적 보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형적 구성원이고 그 범주의 
모든 원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분 의미 특징을 가지는 완곡 표
현은 이 범주의 비전형적 구성원이 된다. 금기어는 청자에게 금기 사물에 
대한 전형적 보기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 그러
나 완곡 표현은 금기 사물에 대한 전형적 보기가 약화되어 사람들에게 주
는 충격이 적고 금기어에 대한 혐오감도 낮춘다. 

완곡 표현 범주에서 하나의 원형인 금기어를 중심으로 주변적인 구성원
인 완곡 표현들이 가족 닮음의 관계 속에서 방사상의 망으로 조직되어 있
다. 원형인 금기어는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보기로서 원형효과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기본층위 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금기어나 금기
사항의 대체용인 완곡 표현들은 상위층위와 하위층위로 확장한다. 상위층
위 범주로의 확장은 금기 사물에 대한 추상적인 상징이고 의미의 확대와 
상승이며, 하위층위 범주로의 확장은 금기 사물(현상)에 대한 지칭이 더 
구체적이고 금기어의 의미 전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형의미가 

주변 의미로 확장되면서 가족 닮음이 축소되어 
완곡 표현과 금기 사물(현상)의 연관성이 약화되
는 것이다(李思思 2011:100).    

그림(1)에서 보다시피 ‘죽음’은 많이 알려진 
금기어인데 관련된 완곡 표현이 아주 많다. 금
기어 ‘죽다’는 전형적인 개체로 의미 범주의 원
형이 되고 죽음의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심장이 멈췄다’, ‘생  

   그림(1) 원형이론의 적용   명이 끝났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떠났다’ 등

22) 여기에서 말하는 금기어에는 공포감,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직설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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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뜻을 모두 포함한다. ‘멀리 떠났다’는 어떤 사람이 떠나거나 사라진
다고 할 수 있지만 ‘죽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어기호는 사물의 표
현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기어와 금기 사물을 동일시하여 ‘죽음’이
라는 단어는 청자의 마음속에 전형적 보기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멀리 
떠났다’는 ‘떠나다’라는 뜻만이 ‘죽음’과 관련성이 있는데 그 뜻 또한 ‘죽
음’에 대한 전형적 보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멀
리 떠났다’는 ‘죽음’을 원형으로 하는 의미 범주의 부분 특징인 ‘함께 있지 
못하다’의 뜻이 있는데 이 범주의 주변 구성원이며 가장 추상적이다. 이것
은 Lakoff의 군집모형(cluster model)에서 군집을 형성하는 개별 모형들
이 결핍되면 될수록 범주의 주변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
라서 ‘멀리 떠났다’로 ‘죽음’을 표현할 때 ‘죽음’에 대한 원형보기가 아니
라 비원형적 보기가 되어서 언어기호와 사물(상황) 간의 거리를 멀리하여 
완곡한 표현이 된다.

금기어와 완곡 표현은 비대칭성을 보이는데 금기어는 무표성을 띠고 기
본적이고 완곡 표현은 유표성을 띠고 파생적이다. ‘죽다’의 완곡 표현인 
‘천당에 가다, 하늘나라로 가다, 황천에 가다, 지옥에 가다, 저승에 가다, 
골로 가다, 저승으로 가다, 이승을 떠나다, 세상을 뜨다, 세상을 등지다, 
세상을 하직하다, 세상을 버리다, 눈을 감다, 밥숟가락을 놓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완곡 표현이 금기어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에 있어서도 인지적으로 더 복잡하다.

이처럼 완곡 표현과 금기어(금기사항)로 구성된 범주에서 금기어는 심리
적으로 가장 쉽게 원형적 보기(중심적 보기)가 되어 청자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전형적 구성원이다. 완곡 표현은 이 범주의 부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기 사물에 대하여 비원형적 보기(주변적 보기)가 된
다. 완곡 표현은 유표성을 띠고 파생적이며 구조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더 
복잡하여 금기의미가 사람에게 주는 심리충격을 극소화한다.

  2.3.2. 개념적 은유와 완곡 표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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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미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Lakoff ＆ Johnson(1980)
의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s)이론이다. 개념적 은유 이론은 인
간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이
론이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은유란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사상(mapping)이라고 하였다. 은유는 유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하는 전통
적인 이해와 반대로 그들은 목표영역은 내재적인 구조를 갖지 않고 근원
영역에서 투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조화되고 유사성이 ‘창출’된다고 하
였다.23) 그리고 은유를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 ‘존재론
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향적 은유’는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화하는 은
유이다. 이 은유는 대부분 ‘위-아래’, ‘안-밖’,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어서 ‘지향적 은유’라고 부르
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적 지향성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문화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사건, 활동, 정
서, 생각 등을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대상인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경험은 존재론적 은유의 근거가 
된다(노양진·나익주 역 1995:49). ‘구조적 은유’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이해, 경험)하는 은유를 말한다.24)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개념 영역을 다른 하나의 개념영
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Kövecses 2002:4). 개념적 은유
는 투사 경험적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개념영역을 써서 추상적인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며 추상적인 유추과정이다. 李軍華(2010:214)에 따르면  
Lakoff(1980)가 투사이론으로 은유의 응용기제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23)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은유에 의한 사상(은유적 사상)은 근원영역의 영상도식 구
조를 유지한다.’는 ‘불변화 가설’(Lakoff 1990)이다. Lakoff(1993)에서는 은유에 의존하지 않는 내재
적 구조가 목표영역에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1990년의 ‘불변화 가설’에 ‘목표영역의 내재적 
구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는 단서를 붙여 ‘불변화 원리’(invariance principle)라고 명칭을 바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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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이론은 완곡 표현의 응용기제를 해석하는 데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분 완곡 표현은 비유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유는 실
질적으로 전통적인 수사학 범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지언어학 개념적 
은유와 환유가 언어에서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언
어학 경험관의 개념적 은유 이론은 현저성과 주의문제에 소급되고 현저성
과 숨김의 기능이 있으며 근원영역의 부분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냄과 동
시에 목표영역의 일부를 숨기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Lakoff & Johnson 
1980:10-13).

인지심리학에서는 공간에서의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상응하는 두 
개념 사이의 심리거리 또는 의미거리를 나타내는데 두 점이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긴밀하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 따라 유사성은 은유모형의 기반을 
이루고 유사성이 강할수록 인식에 이롭다고 하였다. 유사성은 표면적 유사
성, 구조적 유사성, 관계적 유사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A의 지식이 B의 
지식에 조직적으로 사상되고 있으면 이것을 구조적 사상이라고 하는데, 근
원영역에 있는 요소 간의 관계가 목표영역에 있는 요소 간으로 전용되어 
보존되면 관계적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완곡 표현에서의 은유는 기존의 의미·개념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에 표현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용이며 전자는 목표영역이고 
후자는 근원영역이다. 은유는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청자로 하여금 근원영
역과 목표영역 사이를 비교하여 두 영역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만들게 
한다. 목표영역의 개념은 근원영역 개념에 포함되어 두 영역의 개념적 유
사성을 나타내어 의미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청자
는 기본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서로의 심리적인 요구에 적응하여 함께 체
면을 유지하게 된다.

  2.3.2.1. 영상도식 은유와 완곡 표현

인지언어학에서 영상도식(image schema)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추상
적으로 구조화한 도식을 말하는데 이는 개념적 은유의 기반이 된다.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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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은유라고 부르는 영상도식 은유에 관하여 Lakoff(1987)에서는 영상도
식이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이해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영상도식에는 그
릇, 경로, 방향, 연결, ‘부분-전체’, ‘위-아래’, ‘앞-뒤’, ‘중심-주변’ 등이 
있는데 이들이 은유적 사상의 근원이 된다.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도식으로 우리의 물리적,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로 도
식’(path schema)은 출발지, 경로, 목적지, 방향의 구조적 요소로 이루어
진 영상도식이다. ‘방향 도식’(orientational schema)은 ‘위-아래’, ‘앞-
뒤’ 등과 같은 방향과 관련된 영상도식이다. ‘연결 도식’(link schema)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영상도식인데 인간 최초의 신체적 경험인 어
머니의 탯줄을 통한 연결에서 시작된다. ‘부분-전체 도식’(part-whole 
schema)은 우리의 몸을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심-주변 도식’(center-periphery schema)은 우리의 신체기관
을 중심이 되는 부분과 주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중심이 되
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경험적 근거를 둔다.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여 정신적 표상을 조직화
하는 영상도식은 이해의 폭을 넓혀 구체적인 사물은 물론 추상적인 개념
에까지 확대하고 있다.25) 완곡 표현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영상도식 은유
의 그릇, 경로, 방향, 연결 은유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그릇 도식 은유
그릇 도식 은유는 우리의 경험을 ‘그릇’이라는 실체로 개념화하는 비유

를 말한다. 우리는 다양한 그릇이나 주거와 같이 내부와 외부가 있는 것과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접하기도 하고, 식사나 배설 등의 행위를 통하여 자
신의 신체를 그릇으로 경험하여 ‘그릇’의 영상도식을 형성한다. 

임지룡(2002:201)에서는 우리가 몸을 그릇 속에 들어 있는 대상물로서 

25) Lakoff(1987:275)에서 은유와 영상도식이 이해와 사유의 기본이 되는 체험적 구조임을 강조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임혜원 2004:26). ① 영상도식은 우리의 경험을 개념 형성 이전에 구
조화한다. ② 이에 대응하는 영상도식적 개념이 존재한다. ③ 영상도식의 기본 논리를 유지하면서 
영상도식을 추상적인 영역으로 사상하는 은유가 있다. ④ 은유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경험
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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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데 그릇 안은 안전한 보호처로서 안락함을 누리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이고 그릇 밖은 외부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라고 
하였다. 이 그릇은 시간상으로 제약되어 있어 그릇 밖으로 나오면 위험이 
동반된다. 이러한 그릇은 인간이 자궁에서 경험된 그릇 도식의 향수에서 
비롯하고 여기에서 가정으로, 나아가 학교나 지역사회, 직장, 나라도 그릇 
도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경험할 때 그릇의 
안팎에 대하여 긍정, 부정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관하여 완곡 표현을 하게 된다.

 (5) ㄱ. 그는 대학을 졸업해도 속이 비었다.
    ㄴ. ① 왜 얌전히 공부하는 아이에게 바람을 넣고 그러냐?
        ② 창립 성원이 모두 빠지자 바람 나간 모임이 되어 버렸어.
        ③ 이 일이 끝까지 바람 들지 않도록 모두들 각별히 주의하기 바래.

(5ㄱ)의 ‘속이 비었다’는 ‘아는 것이 없거나 내용이 전혀 없다’의 뜻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무식하다’이다. ‘그릇’인 사람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
다는 개념적 은유로 연결해 보면 ‘사람이 지녀야 할 좋은 자질’을 ‘그릇 
안의 내용물’로 보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완곡 표현
이다.26)  

(5ㄴ①)의 ‘바람을 넣다’는 남을 부추겨서 무슨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
기게 하는 것인데, ‘바람’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의미하고 그러한 기대치를 
‘그릇’인 ‘사람의 마음’에 넣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ㄴ②)의 ‘바람 나
가다’는 한창 융성한 기운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추상적인 조직인 ‘모임’이
라는 ‘그릇’에서 ‘기운’(창립성원)이라는 ‘내용물’이 바람 빠지듯 나가 버리
는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 (5ㄴ③)의 ‘바람이 들다’는 사람의 마음에 바람
같이 흔들리는 허황한 생각이 채워지면서 일에 탈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5ㄴ)의 예문은 모두 ‘바람’과 관련되는데 (6)과 같은 사상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26)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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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원영역                         목표영역 
        [구체적인 기호에 담김]    ↔       [추상적 의미]          
             바람                       머물지 않고 계속 흔들림       
             그릇                       사람(몸)/사회적 집단
             내용물                     기대/기운/허황한 생각
        내용물이 안으로 들어옴                채워짐
        내용물이 밖으로 나감                   빠짐  
        안, 밖 경계선의 부여             안, 밖 경계선의 명확성
               ⇣                               ⇣
           [완곡한 표현]                 [긍정/부정의 명확성]   

               ↳          관계적 사상          ↲

사람의 몸이나 사회적 조직을 ‘그릇’으로 개념화하여 안과 밖의 경계선
이 부여되는 것으로 지향적 은유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예문과 같이 부
정적인 내용을 우회적으로 생생하고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전달하고 있
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구체적인 기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목표영
역의 추상적 의미는 상황 속에서 근원영역의 구체적인 기호에 담겨 있는 
것(encoding)이고 주관적으로 해독되는 것(decoding)이다. 근원영역 도식 
중의 근원영역의 관계, 근원영역의 특징, 근원영역의 지식이 목표영역의 
상응한 위치에 투사되는데 여기로부터 개념적 은유관이 형성되었다. 근원
영역에 있는 요소 간의 관계가 목표영역에 있는 요소 간으로 전용, 보존되
어 관계적 사상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인지작용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근원영역의 요소 간의 관계에 입각한 많은 인지가설 중에서 가장 이로운 
완곡 표현을 선택하게 하여 교제목적과 인지가설이 평행을 이루게 한다.

근원영역의 언어가 현재 띠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신체성이나 목적 지
향성 등에 의하여 동기화되어 있으며 그 구조나 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도 그 나름의 인지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뜻을 직설적
으로 표현하면 청자의 불쾌 감정을 야기하는 자극적 표현이 되겠지만 간
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청자나 독자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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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도식 은유
경로 도식은 Lakoff(1987)에서 제창된 영상도식으로서 공간적으로 ‘출발

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중간 부분을 ‘경로’로 하는 도식을 말한다. 근원
영역의 구체적인 ‘출발점’, ‘경로’, ‘도착점’은 목표영역의 추상적인 ‘행동
의 시작’, ‘수행할 행동’, ‘행동의 목표’에 사상된다. 완곡 표현의 설명을 
위해서 경로 도식을 반드시 출발점이나 도착점을 상정하지 않아도 좋은 
경로 도식 은유 개념을 적용한다. 

(7) ㄱ. 네 형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갔어. (세상을 떴어)
   ㄴ. 태수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옆길로 빠져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  

         기 바쁘다.
   ㄷ. 사태가 심각해져서 급기야는 주먹이 오고 갔다. 

(7ㄱ)에서 보다시피 ‘죽다’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는 
‘가다’이다. ‘뜨다’는 ‘자리를 뜨다’ 식으로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
다는 뜻인데, 이 말이 ‘세상을 뜨다’처럼 쓰이면 ‘죽다’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 된다. 이들은 모두 이승을 출발점으로 하여 도착점인 망자의 세상인 
저승으로 이동하게 됨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7ㄴ)의 ‘옆길로 빠지다’는 해
야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동의 목적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옆길로 빠지거나 새는 것은 ‘공
부하는 바른 길’로 가서 기대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의
미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이 경로 도식 은유를 통하여 전해진다. (7ㄷ)의 
‘주먹이 오갔다’는 싸움이 벌어져 서로 주먹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발
점과 도착점 모두를 부각시킨 표현들이다. 은유를 총칭층위 은유
(generic-level metaphor)와 구체층위 은유(specific-level metaphor)로 
나누기도 한다(Lakoff ＆ Turner 1989:80-82). 전자는 처음 위치, 경로
를 따르는 움직임, 마지막 위치만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여행자, 출발점, 
수단, 일정, 경로, 어려움, 도착점 등의 요소가 상세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위의 완곡 표현을 보면 총칭층위 은유로, 특정하게 부각되는 측면(출발점, 
경로, 도착점, 출발점-도착점)에 초점을 맞추어 동기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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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향 도식 은유
방향 도식 은유는 대부분 공간적 지향성인 ‘위-아래’, ‘앞-뒤’ 등 요소들

의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화하는 은유이다. 한국어 
완곡 표현에서 ‘위-아래’, ‘앞-뒤’ 영상도식에 근거한 방향 은유를 살펴본
다.

① ‘위-아래’ 영상도식
Lakoff & Johnson(1980:15-17)에서 지향적 은유 표현의 양상을 자세

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지향적 은유는 다음과 같다
(노양진·나익주 역 1995:37-39).

(8) ㄱ. [위]: 통제하거나 힘을 갖는 것.    [아래]: 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
       근거: 신체의 크기와 힘이 상관관계가 있고 승리자는 윗자리에 있음.
   ㄴ. [위]: 많음.                       [아래]: 적음.
       근거: 그릇이나 더미에 물질이나 개체를 더하면 윗면이 올라감.
   ㄷ. [위]: 높은 지위.                  [아래]: 낮은 지위.
       근거: 물리적 힘은 위이고, 지위는 사회적 힘과 관계있음.

우리 몸의 규범적 형태는 ‘위’로 향하고 위로 자라게 되는데 우리의 여
러 가지 신체적 경험은 ‘위’를 긍정적인 가치로 인지하는 계기가 되며 사
회 문화적인 경험 때문에 강해진다. 역으로 ‘아래’ 방향은 신체 아랫부분
을 통해 배설하고 불순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향은 부정적인 의
미를 지니게 된다(임지룡 2002:204). 

(9) ㄱ. 이번에 김 이사님의 목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ㄴ. 옛날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께서 밑천이 떨어졌는지 빙그레 웃으셨다.
   ㄷ.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사회적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9ㄱ)의 ‘목이 떨어지다’는 어떤 직위를 그만두게 된다는 뜻이고, (9ㄴ)의 
‘밑천이 떨어지다’는 이야깃거리가 궁해진다는 의미이다. (9ㄷ)의 ‘땅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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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는 명예나 권위 따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는 것을 뜻
하는데, ‘신용이 땅에 떨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은유와 함께 지향
적 은유가 함께 쓰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래쪽을 향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명예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안 좋은 상황과 연결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의 체험적 기반에 따른 아래쪽 지향성 은유에 의해 이
러한 완곡 표현에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② ‘앞-뒤’ 영상도식
‘앞-뒤’ 도식은 사람의 신체 구조에 의하여 ‘위-아래’ 도식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언어에서 신체의 밑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앞’은 우리 신체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얼굴이 위치해 있는 
방향이고 목표를 향해 갈 때 눈앞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뒤’의 부정적인 면은 앞부분보다 특징적이지 
않고 몸의 아래쪽과 뒷부분은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긍정-부
정’의 가치는 은유적으로 확장되는데 앞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뒤는 부자연스럽거나 후퇴, 또는 과거 지향적이다.

(10) ㄱ. 모친은 심하게 말한 것이 혜숙이에게 미안해서 좋은 낯으로 뒤를
        풀어준 것이었다.
     ㄴ. 막상 큰소리를 치긴 했어도 뒤가 꿀리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10ㄱ)의 ‘뒤를 풀다’는 맺힌 감정을 누그러지게 하거나 없어지게 한다
는 뜻이고, (10ㄴ)의 ‘뒤가 꿀리다’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이 켕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는 ‘맺힌 감정, 떳떳하지 못함’ 등 사
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맺어진 안 좋은 감정을 전달할 때 직접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의 
예들은 이러한 체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 ㄱ. 기현이는 성민이와 승진을 두고 앞을 다투었다. (경쟁하다)
     ㄴ. 동영이는 동생의 수술비를 모으지 못해 앞이 캄캄했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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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의 ‘앞을 다투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뒤지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
함을 가리키고, (11ㄴ)의 ‘앞이 캄캄하다’는 대책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
고 답답해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를 예측 못하거나 어둡고 불확실하다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 모두 직설적인 표현인 ‘경쟁하다’, ‘답답하다’를 
피하고 선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앞’을 이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은유 개념에는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Lakoff ＆ Johnson(1999)에서
의 시간 지향(Time Orientation)은유와 연관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12) 시간 지향 은유
    관찰자의 위치      → 현재
    관찰 대상          → 시간
    관찰 대상의 움직임 → 시간경로
    관찰자의 앞의 공간 → 미래  ⇒ [희망/선구적/좋음/장점]
    관찰자의 뒤의 공간 → 과거  ⇒ [절망/뒤처짐/나쁨/약점]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뒤쪽은 ‘뒤는 과거이다(절망/뒤처짐/나쁨/약
점)’에서 동기 부여되어 ‘뒤는 좋지 않음’이라는 지향적 은유가 우리 생활
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러한 의식이 완곡 표현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쪽은 ‘앞은 미래이다’에서 동기 부여되어 당당하고 선구적이며 희
망적인 뜻을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에도 ‘앞’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4) 연결 도식 은유
연결 도식(link schema)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영상도식으로서 

연결은 긍정적이고 분리는 부정적이다(임지룡 2002:199). ‘줄, 선, 끈, 손’ 
등으로 인연의 고리를 연결시키는데 사람은 연결을 형성하려는 뿌리 깊은 
경향을 지닌다.27) 우리는 평생 인맥, 연줄,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결고

27) Lakoff(1987)에서는 신체적 경험에 대하여 “우리로서 최초의 연결물은 탯줄이다. 유아기 및 유
년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나 그 밖의 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장소 혹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상호 간에 관련이 있는 두 사물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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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묶여 있으므로 이러한 연결 도식에 근거한 은유 표현들도 많다.

(13) ㄱ. 겨우 끈이 붙었으니 이제는 밥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ㄴ. 병들고 직장까지 잃게 된 그는 이제 끈이 떨어진 신세이다. 
    ㄷ.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발을 끊다)

(13ㄱ)의 ‘끈이 붙다’는 붙들고 살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인데 ‘끈’은 생
계를 유지하는 생명의 끈과도 같은 존재이다. (13ㄴ)의 ‘끈이 떨어지다’는 
연결되어 있던 끈과 줄이 분리되어 형성되었던 관계가 더는 유지되지 않
음을 의미한다. 바로 직장을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뜻을 표
현할 때 이러한 완곡 표현을 사용하여 ‘생계가 막막하다’, ‘직장을 잃다’라
는 직설적인 표현을 대신하게 된다. 

(13ㄷ)의 ‘손/발을 끊어라’는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한다는 뜻이다.28) 
이것은 ‘부분-전체’ 도식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몸 전체의 규
범적 형태는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선’(good)으로 이해한다. 반대로 팔다
리 등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은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악’(evil)으로 인지
한다. 몸의 한 부분인 ‘손’, ‘발’을 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절교하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은유는 직접적 표현보다는 완곡
하게 표현하였지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전달된다.

(14) ㄱ. 디자인이 아무리 좋고 가격이 싸도 심사에 한 다리 걸쳐 있지 않으면  
          그 제품은 선택되기 어렵다.

     ㄴ. 철수는 만일을 대비하여 합격한 두 회사 모두에 양다리를 걸었다.

(14ㄱ)의 ‘한 다리 걸치다’는 한편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14
ㄴ)의 ‘양다리 걸치다’는 양쪽에서 이익을 보려고 두 편에 다 관계를 가지

해서는 우리는 그 밖의 접속을 위한 수단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이기우 옮김 1994:335). 
28) 비슷한 뜻으로 ‘손을 나누다’가 있는데 ‘서로 헤어지다’의 뜻이고 ‘손을 맞잡다’는 ‘서로 뜻을 같
이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다’의 뜻이다. ‘힘이나 능력이 미치다’의 뜻으로 ‘손이 닿다’가 쓰이는데 이
때의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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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상태로 이해하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줄이 있다는 것은 줄로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이며 도움이 되는 존재와 나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연줄은 우리 몸의 일부인 ‘다리’, ‘손’, ‘발’에 추상적인 의
미를 부여한다.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사람의 수완이나 꾀 등 여러 
가지 뜻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부분-손’은 ‘전체-사람’의 특징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를 해석할 때 신체성과 경험을 
토대로 상징화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기호가 가지는 의미도 신체
성과 경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곡 표현은 그 
자체가 일상적인 신체적 경험에 본래 내재하여 있는 구조에 의해서 동기 
부여된 것이다.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는 위에서와 같은 ‘연결’이라는 개념
에 근거해서 이해한다.

2.3.2.2. 존재의 대연쇄 은유

Lakoff ＆ Turner(1989)에 따르면 ‘존재의 연쇄’는 인간과 하등 존재물 
사이에서 존재하는 관계를 참조한다고 하였다. 객관적인 물리적 대상에 대
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은 사건, 활동, 정서, 생각 등을 개체(Entity) 또
는 물질(Substance)로 간주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존재론적 은유의 근거
를 제공한다. 

최지훈(2010:50)에 따르면 우리는 의인화를 사용하여 개체들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경험을 인간적인 동기, 특성, 활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
기 때문에 의인화는 ‘존재론적 은유’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
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는 우리 경험의 일부를 개체나 물
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경험을 한계가 분명한 개체나 물체로 취급하는데 
‘존재론적 은유’와 일치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위에서 다룬 영상도식 은
유는 경험적 토대를 가지고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구조적 대응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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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형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존재의 대연쇄 은유는 주로 일대일 대응
을 이루는 은유에 해당한다.

존재의 대연쇄 은유에서는 완곡 표현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은유를 분
석하여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개체를 통하여 추상적인 사건, 활동, 생각 
등을 개념화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존재의 대연쇄 은유는 동식물 은유, 사
물 은유와 의인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동식물 은유
동식물 은유는 ‘사람은 동물’, ‘사람은 식물’로 개념화했기에 의미가 부

여되는 완곡 표현들이다. 인간의 행동을 동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존재의 대연쇄 은유는 주로 인간의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상황을 완
곡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의 경험에 근거
하여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15) [사람은 동물]
ㄱ. 우리 할머님 세대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멍에를 메고 고통 속에서 사셨다.
ㄴ. 아들이 비록 종놈의 굴레를 쓰긴 했어도 커 갈수록 행동거지가 어긋남이   

      없는 것은 분명 양반의 피를 받아서 그렇거니 생각하였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15ㄱ, ㄴ)의 ‘멍에를 메다’와 ‘굴레를 쓰다’는 사람을 말이나 소로 개념
화하여 말이나 소를 옭죄는 도구인 멍에와 굴레를 쓰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속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함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이다.29) 이러한 
동물 은유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 소와 같은 
가축과 관련되어 개념화한 은유가 많다.

식물로 개념화하여 그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완곡 표현은 주로 총칭층

29) 투사라고 하면 근원영역의 모든 것이 목표영역에 투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근원영역의 어떤 
부분은 사상되지 않는다. 부분적 사상의 특정한 측면에 체계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동일해야만 은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최지훈 2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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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은유에서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식물’(complex abstract systems are 
plants) 은유에 의한 것이다.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사회조직, 사람들, 경
제적 체계, 정치적 체계, 인간관계, 아이디어의 집합, 그 밖의 것들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이정화 외 공역 2003:170).

(16) ㄱ. [긍정적]
            A                                B(개념화)

 복합체계를 시작하거나 창조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발전의 초기 단계                     싹이 트다
 성장과 발전의 최고의 단계            꽃핌
 과정에서의 유익한 결과               열매를 맺다
 복합체계의 정착                      뿌리를 내리다

ㄴ. [부정적]
 복합체계의 처리                      뿌리를 제거하다/뿌리를 뽑다  
 복합체계의 축소                      가지를 치다 
 복합체계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싹이 없다      
 복합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없앰        싹을 밟다/싹을 자르다
 복합체계의 발전 가능성이 약함        싹이 노랗다/싹수가 노랗다

ㄷ. ①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
    ② 우리 회사가 이번 인사 때 대대적으로 가지를 쳤다.

       ③ 떠난 지 칠팔 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  
            져 왔다.                                   (채만식, 미스터 방)

       ④ 지금 저렇게 시작할 때 싹을 밟지 않으면 후회할 걸세. 
       ⑤ 벌써부터 어머니 지갑을 뒤지다니 그 아이도 싹이 노랗다.

(16ㄱ)은 긍정적인 내용인데 복합체계가 시작부터 초기, 발전, 절정, 결
과가 좋아서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16ㄴ, ㄷ)의 경우는 복합
체계의 유지나 처리, 미래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인데 완곡 표현과 관련
된다. 어떤 안 좋은 것이 생겨나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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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뿌리를 뽑다’로 표현하여 없애 버리는 것으로 개념화하고(ㄷ①), 
완전한 제거가 아니고 축소한다는 의미로 ‘가지를 치다’는 복합체계를 축
소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ㄷ②). ‘싹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ㄷ③), ‘싹을 밟다’는 것은 일부러 발전 가능성을 없
애는 것이며(ㄷ④), ‘싹이 노랗다’는 것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여 
발전의 가능성이 약하다는 의미와 연결된다(ㄷ⑤). 이러한 것들은 식물의 
재배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개념화한다.

(17) [사람은 식물]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

(17)에서 보면 꽃이 필 때는 화분 따러 나비가 찾아오다가 꽃이 지니 찾
아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로부터 이익관계로 얼룩진 인
간사회를 연상한다. 사람 인생에서 가장 세도가 있을 때를 ‘꽃이 피는 것’
으로 개념화하고, 권력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나비가 찾아오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권력이 없을 때 찾아오지 않는 것을 ‘봉접도 아니 오
는 것’으로 개념화한다.30) 

2) 사물 은유
사물의 범주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정물(有情物)과 무정물(無情物)이 

포함되는데 사물 은유는 무정물을 통하여 대상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은유
이다.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 생각 등을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는 은유이다.

(18) [사물 은유]
  ㄱ. 그만한 일로 동료들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ㄴ.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때는 나도 나사가 빠져 머리가 멍해 있었나 보다.  

30) 동물 은유로 ‘깊던 물이라도 얕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로도 표현한다. 비슷한 성어로 권
력의 무상함을 빗댈 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고 한다. 아무리 붉고 탐스
러운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가라도 그 권세가 십년을 넘기지 못한다
는 뜻이다. 여기에서 힘이나 세력 따위를 ‘붉은 꽃’으로 개념화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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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ㄱ)의 ‘담을 쌓다’는 집 주변에 담을 쌓아 외부 세계에 관심을 기울
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장애를 물리
적인 개체인 벽이나 담을 통하여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벽과 담은 우리를 타인과 경계 지어 주는 익숙한 사물이
기에 이러한 개념적 은유 안에서 쉽게 동기 부여될 수 있다.31) (18ㄴ)의 
‘나사가 빠지다’는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것을 뜻한다.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기계다’ 은유가 사물 은유로 나타난 예이다. 나사가 빠져서 기계에 고장이 
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듯이 인간의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있음을 기계
의 부속품을 통해 개념화하여 표현한다.32) 

(19) ㄱ. [긍정] 문을 두드리다---------------------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문을 열다/빗장을 열다-------------마음의 문을 열다
    ㄴ. [부정] 문을 닫다/빗장을 걸다/빗장을 닫다---마음의 문을 닫다

(19ㄱ)에서 보면 열리지 않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
군가와 소통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문을 열거나 빗장
을 여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도 이해한다. (19ㄴ)에서 보면 마음의 
문을 닫아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마음의 문을 닫다’
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마음이라는 건물에는 출입문이 있어서 닫아 놓거나 
빗장을 채우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없고 열면 다시 통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예들은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건물이다’ 은유가 작용하는 완곡 
표현들이다.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은유가 사용된 것으로 ‘조직’을 ‘건물’로 개념화하고 있다. 건

31) 긍정적인 뜻: 벽을 없애다, 벽을 허물다, 벽이 없다, 담을 헐다, 담이 얕다
    부정적인 뜻: 벽을 쌓다, 벽이 있다, 담이 높다 
32) ‘나사가 풀리다’는 정신이 해이해진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금방 온 전신의 근육이 헐거워지
고 정신의 어딘가에 나사가 풀어진 것처럼 이젠 아무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김인배 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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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는 대상물을 통해 얻은 일상경험이 동기를 부여하였기에 의사소통
을 거부하는 것을 ‘마음의 문을 닫다’로 개념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의인법
Lakoff ＆ Johnson(1980)에서 가장 명백한 존재론적 은유는 물리적 대

상을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의인화일 것이라고 하였다. 의인법은 ‘동식물은 
사람’, ‘사물은 사람’으로 개념화했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완곡 표현들이다.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 생각, 상황 등을 동식물이나 사물에 인간화하여 전
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20) [동식물 은유]
 ㄱ. ① 뱀이 용 되어 큰소리 한다.  
     ② 고양이가 쥐를 생각한다. (甲의 乙 생각)
 ㄴ. 낙엽이 세월을 배웅한다. (폐암의 주범은 담배)

(20ㄱ①)은 변변찮거나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어 아니꼽게 큰
소리를 친다는 뜻을 동물로 개념화하였다. 사람들은 전통적 문화 심리의 
영향으로 뱀이 용이 된다는 것을 징그러운 존재에서 귀한 존재로 되었다
고 이해한다. 이로부터 인간 세상에서 신분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각종 현
상을 연상하는데 ‘큰소리를 치다’가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람이 신
분이 있으면 큰소리를 치기 때문에 뱀도 용의 신분이 되면 사람처럼 큰소
리를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ㄱ②)에서 보면 동물 세계에서 천적인 고
양이와 쥐가 ‘생각해 주다, 사정 보다’와 어울릴 때는 그것의 진정성을 의
심하게 되며 이로부터 인간 사회에서의 이해관계인 甲, 乙 관계를 생각하
게 된다. 약자인 乙을 甲이 먹어야 하는데 생각해 주는 것으로부터 ‘고양
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 즉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은 ‘甲의 乙 생각’인데 ‘고양이의 쥐 
생각’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20ㄴ)에서 식물인 낙엽(담배)이 의
인화하여 ‘세월을 배웅’한다고 한 것은 인간 세상과 작별하는 것으로 죽음
을 의미한다. 식물인 담배가 주는 치명적인 질환인 폐암으로 인해 죽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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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한다는 것을 낙엽의 세월 배웅으로 개념화하여 불쾌하고 충격적인 
금기어인 질병, 죽음과 그 원인을 완곡하게 표현한다(장하늘 2009:42).

(21) [사물 은유]
 ㄱ. ① 주춤했던 병마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고개를 쳐들다)
     ② 추수기를 맞아 고개를 숙인 쌀값. 
     ③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다. 
 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군살을 빼고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21ㄱ)에서 보다시피 어떤 현상이나 생각이 생겨나는 것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들 모두 어떠한 상황을 인간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완곡 표현들이다. ‘고개를 들다’는 기운이나 형세가 성하여지거나 활발해
짐을 의미하고, ‘고개를 숙이다’는 기세가 꺾이어 누그러진다는 뜻이며, 
‘고개를 내밀다’는 세력, 감정 따위가 나타나거나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한 쪽에 불리한 부정적인 뜻인 ‘병마’, ‘쌀값’, ‘불안감’과 연결되는데 
‘병이 심해지다, 쌀값이 떨어지다, 불안감이 침습하다’와 같은 직설적인 표
현을 의인법으로 에둘러 표현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준다. 

(21ㄴ)의 ‘군살을 빼다’는 ‘처한 상황이나 속한 조직체’를 ‘사람’으로 개
념화한 것이다. 불필요해지고 보기 싫은 군더더기 살을 빼야 하듯이 어떤 
조직의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투사라고 하면 근원영역
의 모든 것이 목표영역에 투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근원영역의 어떤 부
분은 목표영역에 사상되지 않는다. 근원영역에서 군살은 빼면 없어지지만 
목표영역에서 인원이 감축되어도 그 조직에서만 나가는 것이지 사회적으
로 한 인격체로 없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여 
군살을 빼면 몸 건강에는 이롭고 조직의 ‘다이어트’는 조직체에는 이롭지
만 직장을 잃게 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생사
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몸과 조직의 차원
에서는 이득이 되는 점이 중심적인 사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의인법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일면을 감추고 불쾌감과 충격을 줄여서 완곡하게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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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개념적 환유와 완곡 표현에 대한 분석

  인지의미론 관점에서 환유는 ‘인접성’에 기반을 둔 인지의 과정으로 ‘어
떤 개체(a)와 관련되는 동일 영역의 개체(aˈ)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 개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환유적인 사상은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가 아니
라 단일 영역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은유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환유
적 개념들은 은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 속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직접적인 물리적, 인과적 연상을 포함한다.33)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환유가 은유보다 더 기본적이고 의미 확장의 근
간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두 사물이 인접해 있음으로써 의미적 
연상, 즉 의미 전이가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2.3.3.1. 개념적 환유와 인지적 환유이론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환유가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 태도, 행위까지 구조 짓는다고 
한다. Radden ＆ Kӧvecses(1999:17)에서는 환유는 “동일한 ICM 내에서 
하나의 개념적 개체(매체 혹은 원천)가 다른 개념적 개체(목표)에 심리적으
로 접근하도록 해 주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였다.34) 

33) 환유는 전통적으로 문학에만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로 간주되었고 기존의 언어학에는 언어만의 
문제로 보고  독립된 언어 표현으로 보았다. Lakoff ＆ Johnson(1980), Lakoff(1987), Lakoff ＆ 
Turner(1989), Radden ＆ Kӧvecses(1999), Barcelona(2000), Kӧvecses(2002) 등의 인지의미론자
들은 환유가 우리의 사고와 언어에 편재(遍在)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환유를 개념의 층에 존재하는 
환유적 개념과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환유 표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환유적 개념은 인간 
개념 체계의 기본적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에서 환유는 그 의미특성이 인간의 중요한 
인지기제라는 것과 환유의 개념화는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임지
룡 1997:189-190). 
34) Lakoff ＆ Johnson(1980)과 마찬가지로 환유를 ‘과정’(process)으로 보고 있지만, 특별히 ‘인
지’과정이라는 것과 ICM 개념을 환유를 정의하는 데 이용하여 환유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실제 
세계에서 개념세계로 넓힐 수 있었다. ICM이 ‘어떤 특정영역의 백과사전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부가 되는 문화모형’을 의미하는데 Lakoff ＆ Johnson(1980)의 영역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기에
서 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일한 ICM 내에서 원천과 목표가 근접해야 하고 구별이 뚜렷해야 하
는 것으로 보았고 크게 두 가지, ‘전체 ICM’과 ‘부분 사이의 관계’, ‘ICM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로 
나누었다. Kӧvecses(2002)에서는 Radden ＆ Kӧvecses(1999)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환유는 한 개
념적 개체, 즉 매개 개체가 같은 영역이나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 안의 다른 개념적 개체, 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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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elona(2000)에서는 사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은유와 관련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 Barcelona(2002)에 이르러서는 “환유는 동
일한 인지영역 내에서 근원이라 불리는 (하위)인지영역이 목표라 불리는 
(하위)인지영역 내에 사상되어 후자를 심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상이
다.”라고 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목표영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강조한 점
이다.35) Barcelona(2003)은 ‘영역부각’을 동일한 영역모체 내에서 어떤 
하위 영역을 통해 어떤 다른 하위 영역을 심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라고 한다. 영역이 ICM과 대동소이하다면 환유는 동일한 ICM(혹은 영역) 
내에서 하나의 하위영역을 다른 하위영역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활성화시
키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Barcelona(2003:83)은 인지 문법적 환유개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하
기 위해서 환유가 반드시 지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얽매이지 말고 ‘개
념적 환유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는 환유의 필요충분조건을 포
함하는 도식적 정의를 제시하는데, 환유는 원천이라는 인지영역이 목표라
는 또 하나의 영역에로의 사상이고, 원천과 목표는 동일한 함수적 영역 내
에 있으며, 화용적 함수에 의해서 연결되어 목표가 심리적으로 활성화된다

개체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ICM 이외에 동일한 영역
(same domain)을 추가하고 동일한 ICM에 속해 있는 매개 개체는 그 목표 개체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가장 생산적인 환유는 한 영역이나 ICM 안에 관련된 두 개념이 있는 환유라고 
하였다.
35) ‘영역’과 ICM은 용어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환유에서도 원천의 구조가 목표에 덧씌
워져서 원천의 구조를 이용하여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면 환유도 사상 작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에서 사상과 환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Croft(1993)는 은유를 사상의 한 유형으로 보는 데 비
해 환유를 영역부각으로 보고 있지만 동일 논문에서 환유는 사상이 하나의 영역모체 내에서만 일어
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환유가 사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도(2003)에서는 은유는 
원천과 목표 내의 유사한 명세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사상 작용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환
유는 유사점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 사이의 연결로 보이므로 은유적 사
상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환유적 사상도 원천부분과 전체의 관련된 목표부분이 동일 관계에 있다
고 보면 유사성에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은유적 사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사상은 
좁은 의미로는 한 구조의 요소, 자질, 특징들이 다른 구조의 대응물에 투사하는 것, 혹은 덮어씌우는 
것이다. 환유에서도 원천의 구조가 목표에 덧씌워져서 원천의 구조를 이용하여 목표에 접근하는 것
이라고 보면 환유도 사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전체] 환유에서 보면 목표 전체의 
특정 부분이 원천 부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면 환유도 유사성에 바탕을 둔 사상 작용임이 틀림없
다(김종도 2005:36). Barcelona(2003)은 환유가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환유적으로 연결된 두 하위영역들은 정상적으로 어떤 구조적 대응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환유적 사상은 은유적 사상과 다르게 ‘비대칭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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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여기에서 환유적 사상의 비대칭성을 분명히 하고 화용적 함수
를 등장시켰다. 환유적 사상은 원천영역이 목표영역에 원근법을 덧씌워서 
목표영역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응 요소들끼리 사상
시키는 은유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36) 이렇게 보면 예전의 정의들
은 환유를 정적, 인지적 사상으로만 정의한 데 비하여 발전된 모습이다. 
그것은 사상을 연결로만 본다면 정적인 데 비해 ‘활성화’ 개념이나 ‘영역
부각’ 개념, ‘화용적’ 개념을 곁들이면 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적 자질을 기초로 보면 완곡 표현에서 
환유는 동일한 ICM 내에서 원천이라는 인지영역이 목표라는 또 하나의 
인지영역에로의 사상이다. 본고에서는 ‘환유는 원천영역의 어떤 개념이 화
용론적으로 목표영역의 다른 개념으로 연결되어서 목표가 심리적으로 활
성화된다.’라고 정의한다.37) 
  환유의 문제는 ‘참조점 세우기’,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탈인간화’, 
‘영역부각’, ‘이해’, ‘전경화’이론과 관련된다. Langacker(1993:5-6)에서는 
개념적 참조점 세우기를 ‘하나의 개체개념을 다른 개체개념과 심리적으로 
접촉하여 의식에 띄우기 위해 소환하는 영상도식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목표  
                                        심리적 접촉
                       RP ------------참조점
                              D-------지배영역  
                       C -------------개념 주체

                      그림(2) 개념적 참조점 세우기

36) 함수적 영역은 Lakoff의 ICM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다르게 나타난 화용적 함수로 연결
된다는 말에서 환유가 화용적 작용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37) 환유의 정의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환유는 개념적 현상이다. ② 환유는 인지
적 과정이다. ③ 환유는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이루어진다. ④ 환유는 원천이 목표에 사상되어 심
리적 접근을 제공한다. ⑤ 환유는 원천이 초점 세우기, 영역부각, 전경화 등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목
표를 활성화시켜 동적이다. ⑥ 환유적 사상은 은유적 사상과 다르게 ‘비대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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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표현의 개념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에 포함되는 여러 
부분 구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지적 현저성이 그다지 크지 않
은 구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저
성이 큰 관련 구조에 먼저 접근하고 거기서부터 손이 닿기 어려운 구조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환유의 원천(혹은 매체)을 참조점으로 접
근하여 환유의 목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이
란 심리적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접근으로 접근된 요소를 활성화
시켜서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irven(1994:276)은 환유의 의미를 ‘중립화’(neutralization) 혹은 ‘거
리두기’(distancing)로 포착한다. Lakoff ＆ Johnson(1980:39)에서는 환
유가 확대과정에서 ‘탈인간화’(dehumanize) 의미를 보태는 것으로 생각한
다. Croft(1993)의 ‘영역부각’(domain highlighting) 개념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 Croft는 ‘영역부각’이 환유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이 
아닌 것은 환유는 지시전이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역부각’
과 지시전이 개념은 환유를 문자적 의미에서 이차적 영역을 일차적 영역
으로 부각시켜 지시전이가 일어나게 하는 인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유의 ‘이해’ 기능은 관련된 ‘영역부
각’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면 ‘영역부각’은 영역에 중요성을 더하거나 책
임을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38) Barcelona
(2003)에서 환유는 원천의 개념구조를 요소들끼리 사상시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원천을 ‘전경화’하고 목표를 배경으로 ‘후경화’하는 방식으로 목표
의 개념구조에 투영한다고 한다.39) 환유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설명은 완
곡 표현 방식에 이론적 근거를 주는 것이다.

38) Lakoff ＆ Johnson(1980:36)에서는 “은유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중
요한 기능은 이해이다. 반면 환유는 일차적으로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개체 대
신에 다른 개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환유가 순전히 지시의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39) Panther ＆ Thornburg(2003)은 영역부각을 전경화와 관련시킨다. 환유가 목표 의미를 전경화
시키고 원천의 내용을 후경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Could you uncork the wine(포도주
(마개) 좀 따주시겠습니까?)”에서 포도주가 병에 있다는 사실이 전경화되고 포도주의 다른 영역들은 
억제되고 묻힌다. 이러한 시각은 환유에서 지시가 원천에서 목표로 전이됨으로 원천의 의미가 소멸
되는 것으로 보는 잘못을 보완해 준다(김종도 2005: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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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
 물체-
부분

구성
범주-
구성원

범주-
속성

 축약 척도 사건

의미  
전이

 전체
⇔부분

재료
⇔물체

범주
⇔구성원 

범주
⇔속성

형태의 부분
⇔형태 전체

척도전체
⇔최상층

사건 전체
 ⇔성분사건

ICM 행위 지각 사역 생산 통제 포함 소유 위치
기호와 
지시

수식

의미
전이

행위
⇔

행위자

지각
대상
⇔

지각

원인
⇔

결과

생산자
⇔

생산품

통제
⇔

피통
제자

용기
⇔

내용물

소유
⇔

소유
대상

장소
⇔

기관,
주민

낱말
⇔

개념

피수식
형태

⇔원래
형태

2.3.3.2. 완곡 표현에서 지시적 환유와 서술적 환유
  
  우선 완곡 표현과 환유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환유란 기억 인식
에 더 쉽거나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목표 개념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환유
는 참조점에 바탕을 두고 목표에 심리적으로 접촉하여 목표를 식별하는 
작용을 한다. 이 작용은 관련되는 두 개념 사이의 인지적 지위의 차이 때
문에 일어난다(Grady 1977). 이러한 인지적 차이가 완곡 표현이 화용론적
으로 다가가는 부분인데 그 차이를 느끼게 하여 목표와 원천이 거리를 둠
으로써 완곡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완곡 표현에서 환유는 동일한 ICM 내에서 완곡한 표현인 원천이라는 인
지영역이 부정적 내용의 목표 인지영역에로의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완곡 
표현에서의 환유는 완곡하고 간단하고 친근한 참조점 지시대상이 공포감, 
불쾌감, 수치감을 느끼는, 더 멀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목표 지시대상으로 
연결되어 목표가 심리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다. 환유의 원천과 목표의 
인지적 비대칭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지시가 전이되게 하여 심리적으로 
더 쉽게 목표 개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김종도 2005:90). 

<표7> 동일한 ICM 내에서 {전체-부분} 사이의 관계

<표8> 동일한 ICM 내에서 {부분-부분} 사이의 관계

  Radden ＆ Kӧevecses(1999)는 원천과 목표 사이의 환유적 관계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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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분}  
(가) (나) (다) (라)

① [부분-물체] 
  높은 담-감옥 
② [물체-부분]
  가슴앓이-폐결핵 

[재료-물체]
널(壽木, 
長生木)
-관

[속성-범주]
ㄱ. 하얀 가루-마약
ㄴ. 블루칼라-
    육체노동자 

① [구성원-범주] 
 달동네-빈민가 

② [범주-구성원]
  구조조정-해고/종양-암
 

유 생산관계’(metonymy-producing relationship)라고 명명하고 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천과 목표가 근접해야 하고 구별이 뚜렷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표7>의 ‘전체ICM-부분 사이’
의 관계와 <표8>의 ‘ICM의 부분-부분 사이’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본고
에서는 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완곡 표현에서 환유의 예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물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적 환유’인데 문법 범주로 보았을 
때 명사에 국한되어 나타난다(이종열 2003:129). 특정한 행동을 통해 환유
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환유의 유형을 ‘서술적 환
유’(predicative metonymy)라고 한다. 

  1) 지시적 환유
  전형적인 환유적 사상의 특징은 공간적 인접성에 따라 단일한 사상관계
에 의해 지시적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먼저 지시적 환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완곡 표현에서 {전체-부분} 지시적 환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시전이’는 환유가 하나의 언어 표현의 문자적 지
시대상을 다른 개체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표9>에서 보면 (가①)에서는 
물체의 한 부분인 ‘담’으로 전체인 ‘감옥’을 지칭하고, (가②)에서는 전체 
‘가슴’으로 부분 ‘폐’를 지칭하고, (나)에서 보면 관을 만들 때 쓰는 재료인 
‘널’(木)로 관을 대체한다.40) (다)에서 하얀색 분말 상태의 속성을 가진 물
질은 마약을 지칭하고, 육체노동자들이 입는 옷의 한 속성인 칼라(color)

40) 죽은 김 씨는 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적때기에 말려 묻히게 되었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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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부분}
(가)

[결과-원인]
(나)

[장소-기관/주민]
(다)

[소유대상-소유] 
(라)

[용기-내용물]
(마)

[행위자-행위]
① 설사-
   배탈나다  
② 취하다
   -한잔하다

 북망산,
 고택골,
 선산
 -죽음

① 쪽박을 차다
  -거지가 되다
② 청의(靑衣)
   -천민(賤民)
③ [중]
   三隻手 
   -도둑 

① 한잔하다 
   -술 마시다
② [중]
   貪杯
   -술을 
   좋아하다

함흥차사- 
소식이 없음

가 노동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라①)에서는 구성원인 ‘달동네’가 
큰 범주인 빈민가의 대명사가 되고, (라②)에서는 큰 범주인 ‘구조조정’이 
그 중의 한 성원인 ‘해고’를 대체한다. ‘종양’의 경우는 양성과 악성을 포
함하는 점을 이용하여 직설적인 표현인 ‘암’을 피하고 ‘종양’이라고 모호하
게 표현한다. 이런 예들은 Dirven(1994)의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개념
으로 포착할 수 있다. 환유 표현들은 진짜 이름을 부르는 데 포함될 수도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중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가 일어
나는 것이다. 

<표10> 완곡 표현에서 {부분-부분} 지시적 환유

<표10>의 (가)에서 보면 배탈은 설사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취한 것은 
한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원인으로 결과를 대체한 것이다. 
(나)에서 보면 장소인 ‘북망산, 고택골, 선산’은 무덤이 많은 곳이어서 사
람들은 그곳을 자연스럽게 죽음과 연결시켜 완곡하게 죽음을 지칭한다.

(다)에서 보면 ‘쪽박을 차다’는 거지의 유일한 소유물인 ‘쪽박’으로 빌어
먹는 신세에 있는 사람의 가련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고, ‘청의’는 예
전에 천민들이 입는 옷이어서 천민을 지칭하는 완곡어가 되었다. 중국어에
서 도둑이 손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三隻手’로 도둑
을 지칭한다. 이 예는 Lakoff ＆ Johnson(1980:39)의 ‘탈인간화’ 의미를 
보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지문법이 내세우는 감정이입 원리에 의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비인간적인 것보다 더 선호하고, 더 우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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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환유가 비인간적
인 사물로 인간을 지시하기 때문에 ‘탈인간화’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인간화’ 현상은 사물인 ‘청의’로 인간을 지시하는 
환유에서 더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완곡 표현에서 이러한 환유는 지시대
상의 특정 국면을 미화하여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국면을 
억제한다. 따라서 지시대상에 대한 정서국면들이 중화되어 ‘거리두기’와 
같은 의미효과가 나오기에 불쾌감 해소를 위한 완곡 표현의 목적과 일치
한다. (라)에서 보면 ‘한잔하다’라고 한 것은 용기인 ‘술잔’으로 그 안의 내
용물인 ‘술’을 지칭한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중국어에서는 ‘貪杯’
(술잔을 좋아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환유는 영역모체와 영역부각에 관련 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술잔’, ‘쪽박’이라는 용기는 ‘술을 마시는 사람’, ‘거지’라는 인간 
영역모체에서 중심적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 환유가 이러한 덜 중심적인 
영역을 중심적인 인간 영역보다 더 부각되게 하여 애주가나 거지를 지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탈인간화’나 ‘영역부각’으로 인한 환유는 
원래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완곡한 속성을 인간에게 전이(혼성)시켜 등
급에 의한 신분의 차이나 체면손상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마)의 경우 ‘함흥차사’는 심부름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41) “심부름을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함흥차사란 
말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심부름을 간 행위자인데 심부름을 갔다 
오지 않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원천영역의 환유가 목표영
역에로의 활성화는 ‘이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영역에 의한 부각은 영역
에 중요성을 더하거나 책임을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흥차사’와 같은 경우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원래
는 심부름을 간 사람을 말하지만 지금은 ‘소식이 없는 경우’도 아우르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중요성이나 책임감이 더해진다. 

41)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에 있을 때 태종이 보낸 차사를 혹은 죽이고 혹은 잡
아 가두어 돌려보내지 않은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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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술적 환유  
  서술적 환유는 지시적 환유와는 달리 대체로 시간적 인접성 관계로 맺
어진 경우가 많고 문법 범주로 볼 때 대부분 동사 환유나 형용사 환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로 사건과 관련된 ICM에서 발생한다. 환유가 단일한 
ICM 내에서 사상이라는 인지작용에 의해 개념들에 대응하여 그 의미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체험과 경험적 지식은 배경지식으
로 작용한다. 서술적 환유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행
위를 통하거나 시작 부분이나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하
여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간보다는 처음
이나 마지막을 더 잘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최지훈 2010:186-187). 한국어의 완곡 표현에서 확대지칭 환유나 축
소지칭 환유는 일반적인 환유의 양상과는 달리 일반 표현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관용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가장 현저한 부분을 선택하여 목표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42)

  (22) ㄱ. 구조조정으로 인해 옷을 벗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군복을 벗다/관복을 벗다)

   ㄴ. 최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치다가 콩밥을 먹었다.
                                                   (쇠고랑을 차다)

  (22ㄱ)의 ‘옷을 벗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군복을 
벗다’, ‘관복을 벗다’는 퇴직의 주체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군인을 나
타내는 상징적인 군복을 벗고 관직에 있음을 의미하는 관복을 벗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을 그만두게 되
어 직장에서 떠날 때 우선 제복을 벗는다는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일부 
행위(시작부분의 행위)’로 ‘전체 사건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퇴직하다’, 
‘제대하다’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을 그만둘 때 직접 
그만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특정 행위를 통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42) 일반적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확대지칭 환유’이고 전체로 그 일부를 나타내는 환
유는 ‘축소지칭 환유’이다(최지훈 20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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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1---
부분2 머리를 깎다
부분3 콩밥을 먹다
부분4 쇠고랑을 차다
부분5---

다. (22ㄴ)의 감옥살이를 뜻하는 ‘콩밥을 먹다’는 감옥 생활의 ICM에서 우
리가 특징적으로 알고 있는 쇠고랑을 차거나 식사로 콩밥을 먹었다든가 
하는 관습적 지식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환유적 표현들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1> 감옥살이 ICM

  비록 지금은 콩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ICM 안에는 이러한 환
유적 영상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인 감옥살이 
ICM 내에서 부분2가 부각되면 ‘머리를 깎다’로, 부분3이 부각되면 ‘콩밥을 
먹다’로, 부분4가 부각되면 ‘쇠고랑을 차다’로 감옥살이를 나타낸다. 이러
한 예들은 모두 활성화되고 부각되는 ‘일부 행위’를 통하여 ‘전체 사건 
ICM’을 드러낸 경우이다. 임지룡(1997:191)에서도 환유의 ‘이해’ 기능은 
‘부분-전체’ 관계의 경우 전체를 대표하는 다양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건이나 행동과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서술하는 서술적 환유의 경우에는 Lakoff ＆ 
Johnson(1980)의 ‘이해’의 기능이 강조된다. 관용구의 경우에는 대상 지
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사건이나 행동을 개념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관용구 환유의 일차적인 기능은 ‘이해’ 기능이며 관용
구에 나타나는 환유는 서술적 환유이다. 또한 Barcelona(2003)의 ‘전경화’
이론에 근거하여 보면 완곡 표현에서 환유는 원천 내용을 전경화시키고 
목표 의미를 후경화시킨다. (22)의 예에서 보면 원천 내용은 ‘옷을 벗다’, 
‘콩밥을 먹다’인데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정적인 행위를 전경화시켰고 목표 
의미인 ‘해고’와 ‘감옥살이’는 후경화시켰다. ‘해고’나 ‘감옥살이’의 다른 
영역, 즉 경제적인 어려움, 자유의 속박 등의 소극적인 내용이 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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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 버려 완곡의 목적을 실현한다.

  (23) ㄱ. ① 테러범인 그가 단두대에 오르자 전 세계가 주목했다.              
      ②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 기업이 단두대에 올랐다.                 
  ㄴ. ① 형이 처자식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② 그 영감이 항상 골골하더니 어제저녁 숟가락을 놓았다더라.

  (23ㄱ①)의 사형집행과 관련된 ICM에서 첫 단계의 행위인 ‘단두대에 오
르다’는 ‘특정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직설적인 ‘사형시키다’를 의미하며, 
(23ㄱ②)는 죽음과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영역을 넓게 보았을 때 환유적 
근거를 가진 은유 표현으로 ‘저지른 죄의 심판을 받다’는 뜻으로까지 연결
이 가능하다. (23ㄴ①)의 예는 ICM 내의 마지막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눈
을 감다’를 통해 죽음을 전달한다. (23ㄴ②)는 사람은 일생 반복하여 밥을 
먹으며 사는데 이제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식사를 끝마
칠 때 밥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보면 환유적 동기나 토대에 의하여 관용구가 생겨나거나 이
미 사용되던 환유적 관용구가 의미 영역을 달리하여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환유로부터 생겨난 은유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A: 한발 앞서다’, ‘B: 뒤로 물러나다’는 달리기와 같은 경
쟁에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기다’의 의미를 획득하
면 이는 환유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앞은 좋음’(앞
을 내다보다/앞이 창창하다/앞을 다투다), ‘뒤는 좋지 않음’(뒤가 드러나다
/뒤가 구리다/뒤를 노리다) 은유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환유에 의해 동기
화되어 생겨난 은유이다. 이미 생성된 환유가 다시 은유에 의해 새로운 의
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3ㄱ②)의 ‘단두대에 올랐다’는 (23ㄱ①)과 
같은 죽음의 영역이 아닌 다른 법률 관련 영역에 쓰였는데 환유에 의해 
생긴 구조 전체에 이차적으로 은유가 작용하여 저지른 죄는 응징을 받아
야 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은유, 환유가 단독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연결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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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유, 환유가 함께 작용하여 완곡 표현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방향성 측면을 고려하면 환유로부터 은유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여러 영상도식 은유도 상호 작용하는 등등 여러 인지적 기제가 완곡 
표현에 동기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소결 

(1) 완곡 표현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완곡 표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완곡하다’는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는 뜻이다. ‘완곡
성’이란 ‘부드러움, 간접성, 모호성, 함축성’ 등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완곡어법’이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직설적
인 표현을 피하여 그 사물과 동의관계인 단어나 문장으로 완곡하게 표현
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따라서 ‘완곡어’란 ‘감정이 상하지 않는 말, 직접적
이 아닌 말, 본의와 같거나 비슷한 말’을 뜻한다. ‘완곡 표현’은 원래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을 피하여 간접적
이고 완곡하게 말하는 화법상의 원리를 말한다. 본고에서 ‘완곡 표현’이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사회 문화적인 규범이나 풍속·관습을 지키기 위하
여, 또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말을 쓰
는 간접적인 표현인데, 공포감,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표현의 대안이며 
체면 손실을 피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본고에서 ‘완곡 표현’은 넓은 의미
에서 ‘완곡어’, ‘완곡어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완곡 표현의 기능은 미화적(적극적) 기능과 은폐적(소극적) 기능으로 
나눈다. 전자는 공포감,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낱말을 피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사실을 낱말로 위장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감추는 것을 
말한다. 비난, 요청, 명령, 거절, 추궁 등 상대방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부
정적인 어감을 완화하여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 

3) 완곡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때 주는 부담, 불편함, 불쾌함, 충격 등을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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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는 효과가 있다.
4) 완곡 표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① 어휘 층위의 완곡어: 재앙이 온다고 믿거나 더럽거나 은밀하거나 안 

좋은 것, 곧 말하기 민망하거나 듣기에 불편한 것을 듣기 좋게 바꾼 단어 
또는 관용구이다. ② 문장 층위의 완곡 표현: 비난, 요청, 과감한 단언, 거
절, 명령, 주장 등 말하기 민망하거나 듣기에 불편한 내용을 부드럽게 듣
기 좋은 말로 바꾼 문장이다. ③ 텍스트 층위의 완곡 표현: 주어진 상황에
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기보호와 상대방 배려를 
위하여 사용되는 텍스트이다. 

(2) 완곡 표현의 심리적 기제를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완곡 표현의 정서적 요인은 공포 감정, 수치 감정, 불쾌 감정으로 나
눈다. 공포 감정의 객관적 근거로 우선 금기어를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신앙이나 종교적 원인에 의해서 금기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사회적 인간
관계에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윤리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었
다. 공포감은 많이는 현대적인 언어적 터부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고, 수치
심은 성적, 생리적 표현 때문에 일어나며, 불쾌감은 존대법의 파괴나, 열
등의식, 수치의식을 자극하는 표현 때문에 생겨난다. 
  2) 인지적 요인은 범주,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릴 수 있는데 주변으로 
갈수록 그것다운 속성, 즉 원소성이 희박해진다. 원형이란 그 범주를 대표
할 만한 가장 전형적 보기를 말한다. 완곡 표현은 금기어를 원형으로 하는 
범주에서 인위적으로 ‘원형가족 유사성’을 지닌 비전형적 구성원을 만들어 
무한한 범주 주변으로 방사망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사망의 주변에 있는 
완곡 표현은 비전형적 구성원들이고 원형 의미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족 
유사성이 약화된다. 완곡 표현은 이 범주의 부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
기 사물에 대한 비원형적 보기(주변적 보기)가 된다.  

완곡 표현에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인지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완곡 표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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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는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청자로 하여금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를 
비교하여 두 영역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만든다. 은유의 본질은 경험적
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개념영역을 써서 추상적인 개념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보통 근원영역으로 선택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목표영역으
로 선택되는 것은 추상적이다. 본고에서는 완곡 표현의 영상도식 은유인 
‘그릇 은유’, ‘경로 은유’, ‘방향 은유’, ‘연결 은유’를 살펴보았다. 이 영상
도식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가치론을 띠는데 완곡 표현은 주로 부정
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유는 각기 다른 ICM 사이에서, 환유는 동일 ICM 내에서의 사상 혹은 
심리적 접촉이다. 환유는 지시적 환유와 서술적 환유로 나누는데, 서술적 
환유는 사건의 시작이나 끝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하여 그 의
미를 드러내거나 특정 행위를 개념적으로 서술하여 그 전체를 나타낸다. 
완곡 표현에서 환유는 ‘참조점 세우기’,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탈인간
화’, ‘영역부각’, ‘이해’, ‘전경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참조점 세우
기’는 환유의 원천을 참조점으로 접근하여 환유의 목표를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완곡 표현에서 이러한 환유는 지시대상의 특정 국면을 
미화하여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국면을 억제함을 알 수 있
었다. 은유 혹은 환유가 단독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은유, 환유가 함께 작용하여 완곡 표현이 형성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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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 문자 변용 방식의 대조

언어적 특성으로 생성된 금기는 마찬가지로 언어적 특성을 이용하여 극
복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1) 해음(諧音)을 이용한 대체 언어를 사용하여 금
기를 길상(吉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유용하게 쓰인다. 대체 언어의 사
용이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 금기에 직접 저촉되지 않도록 피해 가
는 방법이며 사용상에서 임시 대용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체 용어
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단지 그 뜻을 중시할 뿐 언어의 형식에는 구애받
지 않는다. 대체 언어를 사용하거나 단어 대신 구,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
는데 상황이나 시대에 맞춰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언어적 대체 수단
은 터부의 해소나 우회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 결과 터부시된 주제에 대
해 규약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중 언어에서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으로 해음(諧音)과 관련
되는 음성 변용, 문자 변용 방식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3.1. 음성 변용 방식의 대조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음성의 정확한 사용을 강조하지만 음성 수단에 의
한 완곡 표현의 구성은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연
상은 금기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데 음성을 변용하게 되는 동기가 호칭
에 나타나는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표현 형식의 음성 특징을 
변화시켜 부정확하거나 비정통적인 음성 표현 방식으로 완곡의 효과를 얻
는다. 완곡 표현 구성 방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성 변용 방식
은 해음과 관련된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하여 다양하게 변용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3.1.1. 한국어에서의 음성 변용

1) 금기어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어휘로서의 금기어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형식의 금기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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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은 한자나 단어의 성운(聲韻)이 같거나 비슷한 현상을 말한다.2) 중
국어에서 해음은 같거나 비슷한 음을 써서 본래 글자의 음을 대신함으로
써 정작 하고 싶은 말의 뜻을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음운 현상이자 수사
기법으로도 쓰이는데 중국인들의 민속 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
다. 완곡 표현의 음성 변용을 보면 해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연상을 피하
기 위하여 다른 음으로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한자어
의 발음으로 인한 해음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어 완곡 표현에는 변음, 음 
도치, 음 삭제, 음 대체를 이용한 음성 변용이 있다. 

우선 변음과 음 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菩堤]=Bodhi 〉 보리
    ㄴ. [道場]=[도장]=[屠場]  도댱 〉 도량

 남기심(1982:75-76)에 따르면 (1ㄱ)의 경우 ‘보리’(菩堤)가 ‘菩堤’의 한
자음 ‘보뎨’에서 변한 것이거나, 범어(梵語) ‘Bodhi’에서 변한 것일 수 있
다. 한국어에서는 전설 고모음[i](또는 반모음 [j])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菩堤’의 둘째 음절이 ‘제’나 ‘지’로 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고 ‘리’로 변했다. 그 이유를 ‘ㄷ’을 구개음화하
여 ‘ㅈ’으로 하면 그 결과 성(性)과 관련된 금기어와 발음이 같아지기 때문
에 ‘ㄹ’로 박화(薄化)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기어로 인한 예상 밖
의 변화가 된다.3) (1ㄴ)에서 ‘道場’은 불가에서 ‘도댱-도장’이라 하지 않고 
‘도량’이라고 한 것도 ‘도장’(道場)의 말소리가 살생이 금지된 사찰에서 ‘도
살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도장’(屠場)의 음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동음관
계에서 오는 의미의 연상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 발음을 변형시
킨다. 이것은 표기한자가 다르나 한자음이 같아서 나타나는 독특한 해음 
현상이다. 역시 언어적 금기 현상이 불규칙한 음운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2) 諧音(해음)은 중국어의 동음자(同音字)를 이용한 음운 수사법의 하나로, 음취(音趣) 중의 동음이의
취(同音異義趣)라고 한다. 해음은 ① 절대적 해음(두개의 글자가 성모, 운모, 성조, 의미까지 동일
함), ② 상대적 해음(성모, 운모는 동일하나 성조가 다름), ③ 유사 해음(성모 혹은 운모의 일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류한다(張廷與 2000:54-58).
3) 劉昌惇(196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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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채삼용어는 금기어와 비밀어의 속성을 지녀 일종의 은어(隱
語)로 다루어 왔다. 연호탁(1992:80-81)에서 보면 산삼채취인 혹은 심마니 
채삼인은 육체노동을 천시하여 ‘삼꾼’이나 ‘삼메꾼’으로 속칭되었다. 그러
나 채삼인들 스스로 ‘마님’을 부가하여 내부적으로 기존 어휘의 격을 상승
시켜 심마니 혹은 ‘심메마니’라는 완곡 표현으로 모방 대치함으로써 속어
가 제공하는 부정적 연상을 경감하려고 하였다.

(2) 산삼(山蔘)→ 뫼삼 〉 메삼 〉 메심 [고유어+한자어]
    메심→ 심메(도치)

‘심메’는 심, 즉 ‘산삼’을 말하는데, 한자어 ‘산’(山)이 고유어인 ‘뫼〉메’
로 대치되어 ‘메삼-메심’이 되었고 연후에 다시 도치로 ‘심메’로 발전되었
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어에는 없는 독특한 
용법이다. 박영준(2002:91)에서 보면 고유어에서 ‘오줌’을 ‘줌오’라 하거나 
‘방구’를 ‘구방’이라고 도치시켜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음 삭제 또는 음 대체를 하는 것은 해당 금기어의 일부 발음
을 변형시키거나 호칭에 대하여 격상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3) 맞붙어 으르렁거릴 때의 두 여인은 말말이 된소리였고 여주댁이 쌍시읏    
      자(ㅆ)를 올려붙일 세면 새댁은 한 수 떠서 그 몹쓸 지읒자(ㅈ)로 응수     
      하는 것이었다.                            

(박영한, 지옥에서 보낸 한철) 
(4) 결혼만 하면 할 줄 알았다?                          (어린 신부, 2004)
    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 수정, 2000)

(3)에서처럼 ‘씹할’을 ‘ㅆ’으로, ‘좆’을 ‘ㅈ’으로 원형태의 어두자음이 실
현되고 후행되는 음이 삭제되기도 한다.4) (4)에서 보면 금기어가 동사인 
경우 어근이 생략되어 ‘관계하다’를 ‘하다’로 실현하여 사용한다.

4) ‘브라자-라자’처럼 금기어 원형태의 앞 음절이 삭제되고 후행음절이 실현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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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도둑→ 도선생,   ㄴ. 개새끼→ 개나리,   ㄷ. 씹할→ 열여덟    
   ㄹ. 좆→ 조→ 새     [고유어-한자어-고유어]
(6) 포경수술(包莖手術)→ [포경=包莖=捕鯨]→ 고래잡이/고래사냥  
                       [한자어-고유어]
          
음 대체는 해당 금기어의 음과 관련 있는 다른 음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 (5ㄱ~ㄷ)에서 보면 도둑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피하여 한자어 존칭 
명사 ‘선생’(先生)을 붙여서 반어적으로 높여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새끼’
를 삭제하고 꽃 이름 ‘나리’를 붙여 미화하거나 ‘씹할’과 유사 동음관계에 
있는 어휘 ‘18’로 변형시킨 후 고유어로 읽기도 한다. (5ㄹ)은 금기어 ‘좆’
의 발음인 한자어 ‘조’(鳥)와 연관시키고 다시 이를 고유어 ‘새’로 변형시
키는 방식이다(박영준 2002:92). (6)에서는 ‘包莖’과 같은 한자음인 ‘捕鯨’
(포경)을 고유어로 풀이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5)  

3.1.2. 중국어에서의 음성 변용

중국 사람들은 무섭고 불길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만을 금기시하는 것
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들과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나쁜 의미가 연상되
는 단어를 꺼려 듣기 좋은 음으로 바꾸어 나타내기도 한다. 

첫째는 어떤 한자가 저속하고 불길한 뜻의 단어와 동음자여서 성조, 성
모, 운모를 변용하여 차별을 시도한다. 

(7) ㄱ. [鼻]: bī(1성)→ bí(2성)---------------성조를 바꿈
    ㄴ. [悲, 卑, 被, 備]: bī→ bēi, bèi-------운모, 성조를 바꿈
    ㄷ. [徙≒死(sǐ)]: [徙(sǐ)]→ xǐ------------성모를 바꿈

(7)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鼻’의 옛 발음이 원래는 1성이었는데 지금은 
2성으로 바뀌어 있다. 표준어에서 ‘b’가 ‘성모양평자‘(聲母陽平字)이면 모

5) 신숙주의 가문인 고령 신씨에서는 숙주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부르지 않고 녹두나물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이름을 녹두나물로 바꾸라고 법정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는 ‘家諱’로 인한 이름 바꾸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네이버지식백과) (신숙주와 숙주나물의 유래, 세계일보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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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성(入聲)에서 변화된 것이다. ‘鼻’자만 예외인데 바로 ‘避俗求雅’ 때
문에 변용한 것이다.6) 또한, ‘悲, 被, 備, 卑’ 등의 옛 발음도 ‘bī’와 비슷
하여 지금의 ‘bei’로 변용되어 발음되고 있다. 중국어에서 ‘徙’ 옛 발음이 
‘死’(sǐ)와 비슷하여 불길한 것을 피하여 ‘xǐ’로 읽었다(李軍華 2010:71).

둘째는 나쁜 뜻을 연상시키는 해음 때문에 금기 어휘의 발음을 피하여 
어떤 음절이나 글자를 바꾸는 음성 변용인데 중국인들의 ‘避凶求吉’ 심리 
때문이다. 해음에 따른 변용 방식은 금기어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 피음(避
音)을 기초로 형성되며 음성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화 중에 
‘死, 喪, 終, 禍, 凶, 碎, 破, 離, 散’ 등을 불길한 음으로 간주하고 말하지 
않거나 피하여 다른 말로 바꿔 버린다. ‘傘’(sǎn)의 경우 ‘갈라지다, 흩어
지다’의 뜻이 있는 ‘散’(sǎn)과 동음자이기 때문인데 옛날 극단에서 단원
이 해체되는 것을 피하고자 우산을 ‘雨遮’(비를 가리다), ‘雨蓋’라고 불렀
다7).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피음(避音)이 조금씩 다르다. 

(8) ㄱ. 上海, 蘇州(상해, 소주): 洗手→ 淨手,  洗臉→ 揩面,   洗衣→ 汰衣
    ㄴ. 湖南(호남): 箸→ 筷,   廣東(광동): 著→ 雙槳
    ㄷ. 浙江溫州(절강온주): 老虎→ 大猫,   北方(북방): 老虎→ 大蟲

(8)에서 보면 상해와 소주에서는 ‘洗’와 ‘死’의 발음이 비슷하여 ‘洗手→
淨(jìng)手’(손을 씻다), ‘洗臉→揩(kāi)面’(얼굴을 씻다), ‘洗衣→汰(tài)衣’
(옷을 씻다)에서 보다시피 다른 글자로 바꾸어 발음한다. 요녕 발해 지역
의 어민들은 ‘箸’(zhù)와 ‘住’(zhù)가 동음자여서 ‘箸’를 ‘筷’(kuài)(기쁘다
는 뜻의 ‘快’와 동음자임)로 바꾼다.8) 광동 동쪽 지역의 어민들은 민남말
(閩南話)에서 ‘著’(zhù)와 ‘沉’(chén)(가라앉다)이 해음자여서 ‘著’를 ‘雙槳’
이라고 한다. 절강 온주에서는 ‘虎’(호랑이)자를 기피하여 ‘老虎’를 ‘大猫’
(큰 고양이)라고 했고 북방에서는 ‘大蟲’(큰 벌레)이라고 했다.9) 

셋째는 헐후어(歇後語)에서 해음을 이용한 완곡 표현이 있다. 헐후어란 

6) 屄(bī)는 여자의 생식기를 지칭함. 
7) 田蘭玉(2005:125-127).
8) 배를 타는 사람들의 금기어로 ‘住(주), 飜(번), 沈(침), 停(정), 破(파), 漏(루)’가 있다.
9) 한용수(2004:18), 洪雁(2007: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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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의 일종으로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로 되어 있다. 앞뒤 두 부분으
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수수께끼의 문제와 같고 뒷부분은 본의를 
나타내는 단어의 해음자로 나타나는데 수수께끼의 답안과 같다. 보통 앞부
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남이 터득하도록 남긴다.

(9) 蜘蛛拉網－自絲/自私(zìsī) [거미가 줄을 치다-자기의 줄(이기적이다)]
(10) 從河南到湖南－南上加南/難上加難(nán‧shangjiānán)
                      [하남에서 호남까지-남에서 남으로(설상가상이다)]

(9), (10)에서 보면 본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自私’나 ‘難上加難’인데 모
두 부정적이다. 이런 경우에 ‘私→絲’나 ‘難→南’처럼 해음자로 바꾸어서 
불쾌하고 직설적인 단어를 피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어의 해음 현상 
중 완곡성을 통해 드러나는 또 다른 측면인 해학성은 그 간접적인 표현수
법을 통해 현대 중국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11)影視藝作品所描寫的現代化小家庭，幾乎全是妻子主宰一切的“氣管炎”家庭。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그리는 현대 가정은 거의 모두 아내가 좌우하는 공처  

      가가정이다.)                                      (當代報刊 1994年)
(12)在現今市場經濟的大潮中,不少人都在“向前看”。(시장경제하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만 바라보고 있다.)                      (人民日報 1998年)

(11)에서 공처가의 뜻인 ‘妻管嚴’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도를 
넘어 단속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남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에 부정적인 인식
을 주기 때문에 해음인 ‘氣管炎’(기관지염)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다. (12)의 ‘前’은 ‘錢’의 해음자인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현대 
중국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상의 해음 현상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중국인들의 문화 심리를 현실에 맞추어 해학적으로 담
아낸 예이다. 명절이나 결혼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 부주의로 물건을 깨면 
해음을 이용하여 극복한다.10) 

10) 부주의로 물건을 깨뜨리면 사람들은 ‘歲歲平安’(해마다 평안하다, suìsuìpíng’ān)이라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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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맥락정보 정확한 진술 불필요
구두 커뮤니케이션 불필요

정확한 진술 필요
구두 커뮤니케이션 필요

공간 공간 거리 짧다 공간 거리 멀다
시간 시간투자가 많다 시간투자가 적다
정보 흐름 늦음 빠름

에드워드 홀(Edoard Hall 1990)은 문화권 내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
른 관점에 근거하여 문화 분석을 위한 틀로 맥락(context), 공간(space), 
시간(time), 정보흐름(information flow) 등을 제시하였다.11) 

<표1> 고맥락(high-coctext), 저맥락(low-context) 사회의 구분

맥락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위한 정보량 차원의 문제인데 정보량의 
차이는 문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고맥락 사회’는 이미 
집단내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축적된 충분한 정보량이 있어서 추가적인 구
두진술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고맥락적 사회의 특징은 농경 
생활의 공동체적 집단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중국’ 사회에 특히 잘 적용된다. 공간은 개인적 정보처리를 위한 공간의 
문제인데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을 사적인 것으로 생
각하여 정보전달에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에게는 
정보전달이나 일 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가지는 개별성보다
는 혼연일체가 되는 일체성이 요구된다.12) 

한국어에서 ‘도장’(道場)의 말소리가 살생이 금지된 사찰에서 ‘도살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도장’(屠場)의 음과 같은 것, 중국어에서 우산을 나타내
는 ‘傘’이 이별을 나타내는 ‘散’과 음이 같은 것은 관념적이든 현실적이든 
하나의 공간에서의 살생, 이별을 의미하므로 그 ‘일체성’을 깨뜨리는 것이

물건이 깨지는 것을 중국어로 ‘碎’(suì)라고 하는데, ‘歲’의 발음과 같은 점을 이용하여 불길한 현상
을 오히려 길한 현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11) Martin J. Gannon(2005:30-31).
12) 김종호(2009:362)에서는 중국사회에서 ‘공간적으로 멀어짐’, ‘정상적인 상태에서 파괴되거나 변
화됨’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이겠지만 중국인들은 특히 전체 집단 
속에서의 조화와 통일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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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금기한다.
시간은 ‘단시적’(mono chronic), ‘복시적’(polychronic)인 것으로 나눈

다. 단시적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계획하고 처리하여 시간이 적고, 복시적
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행동하며 시간 투자가 비교적 많다. 서
양인은 어떤 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범주화하여 독립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특성이 강하지만 ‘한국-중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 가지 일을 다른 것
과 연결시켜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해음
을 이용한 완곡 표현에서 음이 어떤 하나의 의미만을 수반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수반함으로써 일(一)대 다(多)의 의미관계를 나
타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음 현상에는 정보전달의 ‘복시성’(復時性)이 
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 집단의 해음 문화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보인 한중 언어에서 해
음 현상의 각종 예는 고맥락 사회의 문화적 특성인 정보전달의 복시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정보전달의 흐름과 구조 차원에서 볼 때 해음 현상은 중국인의 문화 의
식이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인 완곡성을 아주 잘 드러낸다. 헐후어에서처
럼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상대편의 답을 유도하거
나 연상시킨다. 이러한 예들은 중국어 고맥락 사회의 문화적 특징인 정보
전달의 완곡성을 잘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음 현상으로 말
하면 돌아서 가는 느린 표현 속에 풍부한 여운과 함축 그리고 풍자와 해
학이 숨어 있다. 에드와드 홀은 ‘고맥락-저맥락’ 국가 등급을 [일본-아랍-
프랑스-미국-독일] 순으로 본다. 일본을 대표적인 고맥락 사회로 보지만 
해음과 관련된 완곡 표현을 보면 실제로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의 경우 
역시 고맥락적이다.13)

3.2. 문자 변용 방식의 대조

13) 에드와드 홀은 저맥락 국가를 너무 지나치게 무감각하고 기계적인 사회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한 사회 내에서도 소위 내집단 안에서 보이는 행동과 외집단에 대해 보이는 행동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그 문화적 표현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김종호 2009: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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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두 나라 사람들은 모두 봉건사회의 계급특권 및 종법예교의 영향
으로 언행을 속박 받았고 금기어는 오래된 법률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했다. 한중 완곡 표현에서 문자의 변용을 이용하여 피
휘하는데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문자 변용의 방식으로 
‘고쳐 쓰기법’, ‘비워 쓰기법’, ‘나눠 쓰기법’이 있는데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어-한국어’ 순서로 살펴본다. 

3.2.1. 고쳐 쓰기법

한자는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형(字形), 자의(字意) 자음(字音)이 
비슷한 글자들은 종종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피휘는 군주나 자신의 조상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인데 때에 따라서는 글자뿐만 아
니라 음이 비슷한 글자를 모두 피하기도 했다. 이 관습은 고대 중국에서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주변의 한자 문화권에 전파되었고 오랫동안 행해
졌다. 인명자나 지명자를 피하여 문자를 바꾸는 것이 바로 ‘고쳐 쓰기법’
인데 한 가지는 대자(代字),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획(缺劃)과 가필(加筆),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4) 

3.2.1.1. 대자(代字)의 사용

1) 중국어에서 대자의 사용
대자는 피할 글자를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피휘할 때 동의어(同義語), 동음자(同音字), 형근자(形近字)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가 形, 音, 意로 이루어진 점은 편
리한 피휘를 가능하게 하였다.

14) 자나 호와 같이 별명을 붙여 부르던 풍습인 실명경피속(實名敬避俗)이나 부모나 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 ‘홍길동’이라 하지 않고 ‘홍 길자 동자’라고 조심하여 부르는 것도 정명사상(正名思想)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이름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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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國諱
 ㄱ. 秦始皇父(진시황 부친):   [子楚]   楚→ 荊
 ㄴ. 秦始皇(진시황):  [政]     正月→ 端月,  辜→ 罪
 ㄷ. 漢高祖(한고조):  [劉邦]   邦→ 國
ㄹ. 漢文帝(한문제):  [劉恒]   恒山→ 常山,  姮娥→ 嫦娥
ㅁ. 李世民(이세민):  [李]     鯉→ 赤鮮公
ㅂ. 玄燁(현엽):      [玄]     玄武門→ 神武門
ㅅ. 漢明帝(한명제):  [劉莊]   莊子→ 嚴子,  莊氏→ 嚴氏

(13ㄱ, ㄴ)에서 보면 진원(陳垣)의 ≪史諱擧例≫에는 가장 최초의 피휘 
사례로 “진시황 부친의 이름이 子楚(자초)이므로 지명 중에서 ‘楚’(초)는 
전부 ‘荊’(형)으로 바꾸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진시황의 이름 ‘政’자를 피
하고자 ‘正月’(정월)을 ‘端月’(단월)로 고쳐 불렀고 진시황의 ‘皇’자와 ‘辜’
(고)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辜’를 ‘罪’로 바꾸었다. (13ㄷ, ㄹ)에
서 보면 한고조(漢高祖) ‘劉邦’의 ‘邦’자를 ‘國’자로, 한문제(漢文帝)의 ‘恒’
자를 ‘常’자로 고쳐 쓰는 데 동의어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恒山’(항
산)은 ‘常山’(상산)으로, 달에 산다는 ‘姮娥’(항아)는 ‘嫦娥’(상아)로 바꿔 불
렀다. (13ㅁ)을 보면 당나라 태종 ‘李世民’의 성씨 ‘李’와 소리가 같은 
‘鯉’(이)가 뜻하는 ‘잉어’를 글로 쓰지 못하게 하여 ‘鯉’ 대신에 ‘赤鮮公’(적
선공)이라고 고쳐 쓰게 되었다. 송나라 휘종은 ‘龍(용), 天(천), 君(군), 玉
(옥), 帝(제), 上(상), 聖(성), 皇(황)’ 등 여덟 자로 이름이나 자호를 짓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은 이름과 자호도 고치게 하였다. (13ㅂ, ㅅ)에서 보
면 청나라 때에는 강희제의 이름인 玄燁(현엽)을 피해 북경 자금성의 북문
인 ‘玄武門’(현무문)을 ‘神武門’(신무문)으로 바꾸었다. 한나라 명제의 이름
은 ‘劉莊’(유장)이어서 당시에는 ‘莊子’(장자)는 ‘嚴子’(엄자)로 바꿔 부르고 
‘莊氏’(장씨)는 전부 ‘嚴氏’(엄씨)로 바꾸었다. 

‘聖諱’를 보면 송나라에서 ‘孔丘’의 이름을 피하도록 규정하였고 사람들
이 스스로 지켰던 ‘聖諱’도 있었다. 雍正三年(옹정삼년)부터 공자의 이름인 
‘丘’를 피휘하기 위하여 새로 글자를 만들어 ‘邱’로 하였고 이전까지 쓰던 
성은 ‘邱’로 바꾸고 발음도 ‘qiu’가 아닌 ‘七’(qi)로 발음하도록 하였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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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고관들이 높은 권세를 이용하여 피휘를 강요한 
만큼 ‘官諱’ 역시 성행하였다.15) ‘家諱’를 보면 시인 두보(杜甫)의 시에는 
한가롭다는 뜻의 한(閑)자가 없는데 아버지 이름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家諱’는 중국인들의 조상숭배에서 비롯된 친족 내부의 문제
이므로, ‘國諱’만큼 신성시되거나 법률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성격
은 아닌 것 같다.

 
2) 한국어에서 대자의 사용
한국어에서는 신라 말기에 유교문화가 발전되면서부터 피휘의 관행이 

생겼고 고려 중기 이후부터 피휘법이 철저하게 적용되었고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 대상은 왕이었다.16) 군주의 이름을 피휘하여 호칭을 바꾸는데 역
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해 보면 
고려조에서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에 임금의 휘자가 쓰였을 경우에 동의자
(同義字)로 대체한다. 예를 들면 태조의 아버지인 세조의 휘자 ‘융(隆)-豊’, 
태조의 휘자 ‘건(建)-立/峻’, 혜종의 휘자 ‘무(武)－虎’, 정종의 휘자 ‘요
(堯)－高’, 성종의 휘자 ‘치(治)－理’ 등에서 대자한 것을 볼 수 있다(장호
성 1999:437).

(14) 國諱
 ㄱ. 당고조 부친(唐高祖父)[병(昞)]  병진(丙辰)→ 경진(景辰) 
                                 병오(丙午)→ 경오(景午)
 ㄴ. 당고조 이연(李淵)    [연(淵)]  연개소문(淵蓋蘇文)→ 천개소문(泉蓋蘇文)
 ㄷ. 명태조 주원장(朱元璋)[元(원)]  원종공신(元從功臣)→ 원종공신(原從功臣)
 ㄹ. 고려 혜종           [무(武)]  문무왕(文武王)→ 문호왕(文虎王),

15) 남송의 저명한 시인 육유(陸遊)가 지은 ≪老學庵筆記≫(노학암필기)의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때 
전등(田登)이란 인물이 주(州)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통치권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 등
(登)자를 피하게 하였다. 주 관원들은 주 장관의 이름자인 등을 쓸 수 없어 ‘등불을 밝힌다’의 ‘방
등’(放燈) 대신 ‘불을 놓다’는 뜻의 ‘방화’(放火)로 고쳐 써야 했다. 백성들이 전등의 전횡을 풍자해 
주의 관원들만 불을 놓을 수 있고 백성들은 등불을 켜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만들어 냈다(隻許州官
放火, 不許百姓點燈。). 
16) 선종 즉위년(1083)에 공식적으로 법령이 발포되어 개인의 이름, 사원, 공사건물의 명칭에 왕의 
이름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피휘법은 조선 시대에도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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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무대왕(興武大王)→흥호대왕(興虎大王)
   ㅁ. 고려 정종           [요(堯)]  요(堯)→ 고(高) 
   ㅂ. 고려 말 충선왕      [장(璋)]  장산(獐山/章山)→ 경산현(慶山縣)

 ㅅ. 건륭제 홍력(弘曆)    [弘(홍)]  홍례문(弘禮門)→ 흥례문(興禮門)

(14ㄱ)을 보면 신라 시대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와 숭복사비문(崇福寺
碑文)에서 육십갑자의 ‘병진’(丙辰)과 ‘병오’(丙午)를 각각 ‘경진’(景辰)과 
‘경오’(景午)라고 쓴 예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버지 
휘 ‘병’(昞)의 음을 피하고자 ‘경’(景)을 썼기 때문이다. (14ㄴ)에서 보면 고
려 시대의 역사서인 ≪三國史記≫에서 김부식은 ≪舊唐書≫, ≪新唐書≫ 
등의 중국 문헌에서 당고조 이연(李淵)의 휘를 피하여 ‘淵蓋蘇文’(연개소
문)의 ‘淵’을 ‘泉’으로 고쳐 쓴 것을 알지 못하고 ‘泉蓋蘇文’(천개소문)이라 
표기하였다. (14ㄷ)을 보면 조선조에 와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 중에 ‘元從功臣’이 있는데 명태조 ‘朱元璋’의 ‘元’을 
피휘하여 ‘原從功臣’으로 개칭하였다.17) (14ㄹ)을 보면 고려 혜종의 휘 
‘무’(武)를 피하여 ‘호’(虎)로 바꿔 기록하였다. 신라 ‘문무왕’(文武王)이나 
김유신에게 내린 시호인 ‘흥무대왕’(興武大王) 대신 ‘문호왕’(文虎王)이나 
‘흥호대왕’(興虎大王)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ㅁ)에서 보면 고려 
시대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고려 정종의 휘 ‘요’(堯)를 피하기 위해 
‘고’(高)로 표기하였다. (14ㅂ)은 군주의 이름을 피휘하여 지명을 바꾼 예
인데 고려 말 충선왕이 즉위함에 따라 휘인 ‘장’(璋)을 피하여 경상도의 한 
현의 원래 이름 ‘장산’(獐山/章山)을 ‘경산현’(慶山縣)으로 개명했다. (14
ㅅ)을 보면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 청나라 건륭제의 
휘 ‘홍력’(弘曆)을 피하여 ‘홍례문’(弘禮門)의 이름을 ‘흥례문’(興禮門)이라
고 바꿨다. 

조선 시대 유관(柳觀)의 아들이 관찰사로 부임하려 했으나 관찰사의 관
(觀)이 아버지 이름과 같아 부임할 수 없다고 하자 이름을 관(寬)으로 바

17) 중국인들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특별히 싫어할 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명나라
사람들은 원나라의 원(元)자가 싫어서 ‘元來, 元任, 元由’ 등 어휘의 ‘元’을 ‘原’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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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것도 ‘家諱’로 인한 피휘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3.2.1.2. 결획(缺劃)과 가필(加筆)의 방식

‘결획’은 피할 글자의 한두 획, 특히 마지막 획을 긋지 않는 것이고 ‘가
필’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이다. 피해야 할 글자를 찾지 못하면 보통 마지
막 글의 마지막 획을 삭제하여 그 사람에 대한 경외를 나타낸다. 문자의 
필획을 줄이는 방법은 당나라 때 시작하여 송나라에서 성행하였고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졌다. 

(15) [중국어]
  ㄱ. 國諱: 唐太宗(당태종)[世民]  世(아래 획을 삭제)        -결획(缺劃)
           宋太祖(송태조)[匡胤]  匡(아래 획을 삭제)        -결획(缺劃)
           康熙帝(강희제)[玄燁]  玄/燁(마지막 획 삭제)     -결획(缺劃)
  ㄴ. 聖諱: 孔丘  [丘]   마지막 내리 획 하나 삭제         -결획(缺劃)
           孔丘  [丘]→ 邱                               -가필(加筆)
  ㄷ. 家諱: 陸遊(육유) [遊] (마지막 획 삭제)                -결획(缺劃)
           [宋延渥]: 父名[延浩]  (偏旁氵→亻) 宋延渥→ 宋偓    
           “偓本名延渥, 以父名下字從水, 開寶初, 上言改爲”       

‘國諱’로 인한 결획이 많은데 (15ㄱ)을 보면 당태종(唐太宗)의 이름이 
‘世民’인데 ‘世’(세)의 아래 획을 삭제하였고, 송태조(宋太祖)의 이름이 ‘匡
胤’(광윤)인데 ‘匡’(광)의 아래 획을 삭제하였다. 이 방법은 가장 흔하게 사
용된 방법이기도 하다. 청나라 강희제(康熙帝)의 이름이 ‘玄燁’(현엽)이어
서 ‘玄’(현)이나 ‘燁’(엽)을 쓸 때는 반드시 마지막 한 획을 덜 써야 했다. 
(15ㄴ)의 ‘聖諱’를 보면 성인 공자를 피휘하기 위하여 ‘孔丘’에서 ‘丘’의 
마지막 두 번째 획을 빼고 썼다. 명나라 때 이미 성씨 ‘丘’는 모두 ‘邱’로 
바꿔 썼고, 청나라 때는 ≪四書五經≫외에 ‘丘’는 모두 ‘邱’로 바꿔 썼는데 
가필법을 사용한 것이다. (15ㄷ)을 보면 陸遊(육유)의 아들은 유명한 각서
가(刻書家)였는데 ≪渭南文集≫문집에서 ‘家諱’ 때문에 ‘遊’의 마지막 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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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였다. 宋偓의 본명은 ‘延渥’이고 부친은 ‘延浩’였는데, ‘渥’와 ‘浩’가 
같은 편방(偏旁) ‘氵’이어서 ‘亻’으로 바꾸어 ‘宋偓’라고 하였다.18)

(16) [한국어]
 ㄱ. 國諱: 고려 태조 [建]    혜종 [武(겸피자 碔)]          -결획(缺劃)   
               선종 [運]    정종 [堯(겸피자 撓)]     
          조선 예종 [광(胱)=황(晃)]→ 滉 (偏旁 ‘氵’)       -가필(加筆)
 ㄴ. 聖諱: 주희(朱熹) [熹]→ 灬                           -결획(缺劃)    
          공자 孔丘 [丘] 내리 획 하나를 삭제             -결획(缺劃)
          공자 孔丘 [大丘]→ 邱                          -가필(加筆)

한국에서도 임금의 이름인 어휘(禦諱)가 나타날 경우 이를 피하고자 피
휘결획(避諱缺劃)하였다. (16ㄱ)을 보면 고려 때 태조의 휘 ‘建’, 선종의 
휘 ‘運’, 혜종의 휘 ‘武’(겸피자 碔), 정종의 휘 ‘堯’(겸피자 撓) 등 글자의 
획을 삭제한다. 조선조의 예종(睿宗)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광(胱)
이고 자는 명조(明照)이다. ‘胱’은 ‘晃’과 같은 글자여서 곧바로 쓰지 못하
고 ‘물 수 변 氵’을 가필하는 것이다. 

(16ㄴ)에서 보다시피 ‘聖諱’로 인하여 조선 시대에는 ‘朱子’의 휘자인 
‘熹’를 피하여 ‘熹’를 ‘灬’로 바꾸어 결획하여 사용하였다. 공자의 이름 
‘丘’는 획을 없애는 방법으로 원래의 글자를 고치기도 하였고 가획하여 새
로운 글자 ‘邱’를 만들어 바꾸도록 하였다. 조선 시대 대구군의 한자 이름
은 원래 ‘大丘’였으나 공자의 휘 ‘丘’를 피하고자 ‘大邱’로 바꾸었다.19)

3.2.2. 비워 쓰기법

18) ‘家諱’는 문학작품에서도 나오는데 ≪紅樓夢≫에 나오는 임대옥(林黛玉)은 글을 읽을 때 ‘민’(敏)
자만 나오면 모두 ‘밀’(密)로 읽고 글을 쓸 때도 ‘민’(敏)자는 반드시 한두 획을 줄여서 썼는데 이는 
모친의 이름 가민(賈敏)을 피휘한 것이다. 
19) 1750년 대구의 유생(儒生) 이양채(李亮采)가 공자의 휘가 ‘구’(丘)이므로 ‘大丘’를 ‘大邱’로 바꾸
어달라고 상소했으나 영조의 윤허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정조 때부터 점차적으로 ‘大邱’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날 대구광역시의 한자 표기 역시 ‘大邱廣域市’이며, 대구역과 
동대구역은 각각 ‘大邱驛’, ‘東大邱驛’으로, 대구선은 ‘大邱線’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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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 쓰기법(空字法)이란 이름을 아예 쓰지 않고 모(某), 휘(諱)로 기록
하거나 비워두는 방식인데 피해야 할 글자 대신에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 ×, ○’ 등의 부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17) 國諱 [중국어]
 ㄱ. 동한: 光武帝 劉秀 [秀]→ 上諱,       漢明帝 劉莊 [莊]→ 上諱
 ㄴ. 당나라: 李世民 [世] 王世充→ 王 充,  李世勣→ 李 勣,  觀世音→ 觀 音
 ㄷ. 송나라: 宋武帝 [劉裕]→ 劉□, 劉諱 
 ㄹ. 청나라: 康熙   [玄燁],   삼국: 劉備  [玄德]→ □德  

‘國諱’로 인한 비워 쓰기가 가장 많은데, (17ㄱ, ㄴ)에서 보다시피 許慎
은 ≪說文解字≫에서 ‘光武帝劉秀’, ‘漢明帝劉莊’을 피휘하여 ‘秀’, ‘莊’자 
자리를 모두 비워두고 ‘上諱’라고 주석을 달았다. 당나라 태종 ‘李世民’의 
이름자 ‘世’를 피하려다 보니 역사서 ≪隋書≫를 편찬할 때 ‘王世充’을 ‘王 
充’으로 써서 ‘世’자리를 공백으로 남겨 놓았고 이 탓에 전한의 ‘王充’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新修本草≫을 쓴 ‘李世勣’은 ‘世’를 뺀 
‘李勣’으로 개명하였고, ‘觀世音’(관세음)도 ‘觀音’(관음)이라고 바꿔 기록하
였다. (17ㄷ, ㄹ)에서 보면 남조(南朝) 沈約修의 ≪宋書≫에서는 송무제(宋
武帝) ‘劉裕’의 휘를 피해서 ‘劉□’, ‘劉諱’라고 썼다. 청나라 때 각본(刻
本)할 때에 삼국시대 ‘劉備’(유비)의 자인 ‘玄德’이 나오면 ‘□德’으로 하여 
‘康熙’(강희) ‘玄燁’의 휘자인 ‘玄’을 피했다. 

북송 때 조정에서는 ‘聖諱’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孔丘’의 ‘丘’를 회
피하도록 명령하였다. 글을 읽을 때 ‘丘’가 나오면 ‘某’로 읽고 동시에 빨
간색으로 ‘丘’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였고 ‘丘’를 꼭 써야 할 때는 결획
하거나 비워두거나 ‘□’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聖諱’는 조선 시
대에 영향을 주어 공자의 이름 ‘孔丘’를 말하거나 읽을 때 ‘공모’(孔某: 공 
아무개)라고 하기도 했고 조선 시대 유교 경전이나 서적을 펴낼 때 ‘丘’자
를 붉은 종이로 덮어두거나 붉은 네모 테두리로 둘렀다. 피휘의 방법인 비
워 쓰기법은 고려조와 조선조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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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國諱 [한국어]
 ㄱ. 封王子諸君，芳雨曰鎮安君, <上王舊諱> 曰永安君, 爲義與親軍衛節 制使,  

       芳毅曰益安君, 芳幹曰懷安君, <今上諱> 曰靖安君…  
                                       (태조실록, 元年壬申 八月 丙辰條)
 ㄴ. 十二年, 冬十二月,…魏將尉遲(名犯長陵諱)將兵來伐.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18ㄱ)에서 보다시피 ≪조선왕조실록≫에도 어휘(禦諱)를 적어야 할 곳
에는 위 예문처럼 모두 공란으로 비워놓고 그 밑에 ‘어느 임금의 휘’라고 
세주(細註)를 다는 방법을 사용한다. ‘上王舊諱’는 ‘정종 芳果’를, ‘今上諱’
는 ‘태종 芳遠’을 가리킨다. (18ㄴ)에서 보다시피 ‘長陵’은 고려 17대 임금 
인종으로 그의 휘는 ‘楷’인데 ‘尉遲楷’라는 이름의 ‘楷’가 ‘禦諱’이기 때문
에 쓰지 못하고 ‘名犯長陵諱’라고 주(註)를 달아놓은 것이다(장호성 
1999:440).

현대 중국어에서는 구어에서 ‘省音’(음 삭제)을 이용하여 금기어의 일부 
음절을 피하여 축약된 단어로 발음하여 거부감을 줄이는데 예를 들면 ‘大’
나 ‘小’로 ‘大便’, ‘小便’을 대체한다. 이러한 것을 문어에서 ‘×’를 이용하
며 욕설과 같은 비속어도 대체한다.

(19) ×你媽！你怎麼不說話, 啞巴嗎？ (人民文學, 1987）
     (×기랄, 너 왜 말을 안 해, 벙어리야?)
(20) 周敏說：“咱們在一塊××, 你倒讓我隻說他們的事。”
     (주민은 “우리같이 ××, 당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얘기만 하라고 하네   

       요.”라고 하였다.)                                    (賈平凹, 廢都)

(19)의 예와 같이 금기하는 말의 일부를 생략부호 ‘×’로 대체하는 완곡 
표현 방식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0)의 예는 賈平凹의 ≪
廢都≫에서 나타난 성관련 문장인데 ‘××’로 대체하여 표현하였다.20)

20) 賈平凹는 80년대 중반 중국 문단을 풍미했던 뿌리 찾기 문학(尋根文學)의 대표 작가이다. ≪廢
都≫는 1991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인데 1000만 부 넘게 팔렸다. 이 작품은 西安에 사는 인간군상을 
다룬 작품으로 지방 특유의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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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ㄱ. ×본 벙어리. (이기문 편 1962)
      ㄴ. 음덕에 × × 긁는다. (이기문 편 1962)
      ㄷ. 장가드는 놈이 불× 떼어놓고 간다. (이기문 편 1962)
 (22) ㄱ.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ㄴ.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1ㄱ, ㄴ)은 전체 숨김이고 (21ㄷ)은 일부 숨김이다. 일부 숨김은 박갑
수(1969:48)에서도 남녀관계(男女關係)는 ‘×事’(일), ‘×合’(합)으로, 성기(性
器)는 ‘×莖’(경), ‘×門’(문)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숨김표는 엑
스나 곱표로 불리기도 한다. (22)의 예는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인데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
만큼 쓴다(김광희 2010:208). 관행상 신문 보도에 ‘××’로 된 표현은 육두
문자(肉頭文字)일 경우이고 인터넷에서 ‘×할’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
용할 수 없는 성인 인증 대상의 검색어이다(이윤재 2009:256). 지금 ‘××’
는 인터넷 용어로 어떤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사물이나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체하는 부호로 쓰인다.21)

3.2.3. 나눠 쓰기법

‘나눠 쓰기법’(拆字)은 문자를 편(偏), 방(旁)으로 분해하여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에서는 ‘拆拼法’, ‘析字法’, 한국어에서는 ‘파자
법’(破字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해학적인 목적으로도 쓰겠지만, 대부분 
숨김의 목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22) 중국에서는 민요, 수수께끼, 시에
서 간혹 볼 수 있으며 독자들은 이러한 글자들을 조합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騷’는 ‘경박하고 상스럽다’로 부정적인 뜻이라
서 “馬叉蟲, 你真牛! ”(경박한 인간, 너 정말 거만하다!)에서처럼 ‘析字法’

21) 서양에서는 편지의 마지막 줄에 ‘××’를 쓰는 것은 ‘kiss kiss’의 뜻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 따라 부호의 사용 범위와 대상이 달
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호의 사용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拆拼法’, ‘析字法’이라고도 하는데 대련(對聯)을 쓸 때 일부 한자를 분리하여 조합하여 교묘하
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鴻是江邊鳥；蠶爲天下蟲’을 ‘鴻은 강변의 새이고 蠶은 하늘아래 벌레
이다.’로 풀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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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23) ㄱ. 千裏草, 何青青。十日蔔, 不得生。(천리초, 하청청. 십일복, 부득생.)
                                                   （後漢書·五行志十三)
      ㄴ. “這兩年賺得不少了吧。” (요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
          “不多, 幾個草字頭。” (많지 않아, 그냥 草字頭 몇 개뿐이야.)
                                                        （陸文夫, 清高）
      ㄷ. 張長弓, 騎奇馬, 單戈獨戰；嫁家女, 孕乃子, 生男曰甥。   (對聯)
                       

(23ㄱ)은 동요인데 ‘千裏草’는 ‘董’자, ‘十日蔔’는 ‘卓’자를 말하고 있는
데 ‘不得生’은 동탁(董卓)의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23ㄴ)의 ‘草字頭’은 
‘萬’을 말하고 ‘幾個草字頭’은 바로 몇만 원이란 뜻인데, 사람들은 돈과 관
계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민감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 唐詩宋詞에
서는 ‘田下心’으로 ‘思’를, ‘心上秋’로 ‘愁’를 나타냈다고 한다. 명청 소설
에서 늘 “做一個‘呂’字兒。”(‘呂’자를 하였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呂’를 두 입(口)이 닿는 것으로 보고 키스함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23ㄷ)의 경우는 拆字와 合字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절묘한 예술적 
효과를 나타낸다. 상련의 ‘張’, ‘騎’는 탁자하고 ‘戰’은 합자하여 전장에서 
말달리는 장면을, 하련의 ‘嫁’, ‘孕’는 탁자하고 ‘甥’은 합자하여 사랑에 연
연하는 두 장면을 표현하여 재미와 예술성을 더한다.

한국어에서 ‘파자법’이 나타난 것은 뜻글자인 한자가 구성이 복잡하고 
두 글자 이상이 뭉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파자법’은 고대부터 사용했
지만 전성기는 조선 후기이며 문자의 사용이 특권층에 국한되지 않게 되
면서 점과 예언이라는 전통적인 범주를 떠나서 오락적인 기능도 발휘하게 
된다.23) 

23) 백승종(2012)에 따르면 옛날부터 한반도에는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는 전통이 있었다. 뿌리도 제
법 깊어 그 역사는 삼국통일 이전까지 소급된다. ≪고려비기≫, ≪고경참≫은 고대의 예언서였고, ≪
삼한회토기≫와 ≪삼각산명당기≫는 중세의 예언서였다. 근세의 예언서로는 ≪도선비기≫를 비롯해 
수십 종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이다. 한 개의 글자를 부숴 여럿으로 나누거나, 
역으로 여러 글자를 조합해 하나로 만들어 비밀스러운 뜻을 알아내는 것이 파자법이다. 한자 문화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일종의 암호 생산기술이다. 이미 중국 고대의 전국시대에 귀곡자(鬼穀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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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자(木子)장군의 칼이요, 주초(走肖)대부의 붓이로다. 비의(非衣)군자가 품
은 뜻은 다시 삼한의 서울을 정하는 일이다. 목자가 나라를 세우는 데 주초의 계
략과 정기가 기틀을 마련할 지니.                                 (청구비결)

(24)의 예는 흔히 조선왕조의 건국을 예언한 것으로 풀이되는 구절이다. 
‘木子’는 곧 이씨로 태조 이성계를 상징한다. ‘走肖’는 ‘趙씨’ ‘非衣’는 ‘裵
씨’를 파자한 것인데 조선 개국공신들 가운데 ‘조준’(趙浚)과 ‘배극렴’(裵克
廉)이 포함되어 있어 ‘주초대부’와 ‘비의군자’로 비정되기도 한다. 고대부
터 한국의 예언서에 파자법은 자주 등장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의 등극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 ≪고경참≫에도 신라를 가리키는 사유(四維), 즉 라
(羅)자가 보이고 고려 때도 이자겸이 발호하자 목자위왕(木子爲王) 이씨가 
왕이 된다는 예언이 한때 유행했다. ≪정감록≫의 상이한 내용을 합성하
고, 위에 다른 요소까지 추가한 ≪격암유록≫에 보이는 ‘추대읍’(酋大邑)은 
세 글자를 연이은 ‘정’(鄭)자에 해당한다. ‘시구’(矢口)는 ‘지’(知)자이며 ‘일
팔간팔’(一八幹八)은 ‘금’(金)자이다. ‘여자’(女子)는 ‘호’(好)자, ‘팔력시월이
인’(八力十月二人)은 ‘십승’(十勝)으로 풀이된다.24) 

3.3. 소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성 변용은 해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연상을 피하고자 다른 음으로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하여 다양하게 변용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1) 한국어에서 변음(道場=屠場: 도장〉도량), 음 도치(메심-심메), 음 삭
제(관계하다-하다), 음 대체(숨김표의 사용)를 이용한 완곡 표현이 있음을 

고 불린 한 기인이 만들어 사용했다 할 정도로 파자법의 연원은 깊다.
24) 파자법은 조선후기에 문학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는데 그 시기를 대표하는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은 파자와 동음이의어를 빌려 사회적 모순과 일상을 노골적으로 풍자했고 민중들로부터 아낌
없는 갈채를 받았다. 파자시라고도 하는데 글자를 깨뜨려 시를 짓는 법을 말하는데, 글자를 합쳐 보
면 나타내고자 하는 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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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2) 중국어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음을 이용하여 

불길한 의미를 벗어 버리고 길한 의미를 취하고자 하는데 중국인들의 민
속 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① 어떤 한자가 저속하고 불길한 
뜻의 단어와 동음자여서 성조, 성모, 운모를 변용하여 차별을 시도한다. 
② 금기어휘의 발음을 피하여 어떤 음절이나 글자를 바꾸는 음성 변용인
데 중국인들의 ‘避凶求吉’ 심리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도 피
음이 조금씩 다르다. ③ 헐후어(歇後語)에서 해음을 이용한 독특한 완곡 
표현이 있다. 

한중 언어에서 완곡 표현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해음을 기초로 연상기법
을 이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금기어의 음을 변화시
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어에서는 표기한자가 다르나 한자음이 같아서
(도장: 屠場/道場), 중국어에서는 표기한자가 다르나 음이 같아서(san: 散
/傘) 나쁜 뜻을 연상시켜 음성 변용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점이다. 음을 
삭제하여 모호한 뜻을 나타내어 원형인 금기어와의 거리를 둠으로써 완곡
하게 표현하는 목적에 이른다. 한국어에서 중국어와는 달리 금기어의 일부 
음을 삭제한 후 풀이하여 나타내거나(쌍시옷자), 고유어의 음절을 도치하
여 표현한다. 그리고 금기어의 부정적인 연상을 피하기 위하여 고유어를 
한자어로,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것은 독특한 점이다. 중
국어는 일반 어휘가　방언에 따라서 금기 어휘가 될 수 있어서 방언에 따
른 완곡 표현의 습득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동양권에 있는 
한국과 중국이 완곡 표현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한국-중국’ 사람들의 문화 의식은 매사에 있어 인과 관계를 상정하는 특
성이 강하여 정보 흐름이 느려 보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어 헐후어와 같은 
해음 현상으로 말하면 ‘돌아서 가는 느린 표현’ 속에 풍부한 여운과 함축 
그리고 풍자와 해학이 숨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한중 완곡 표현에서 문자의 변용을 이용하여 피휘하는데 ‘고쳐 쓰기
법’, ‘비워 쓰기법’, ‘나눠 쓰기법’이 있다.

 ① 고쳐 쓰기법은 대자, 그리고 결획과 가필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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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비워 쓰기법이란 이름을 아예 쓰지 않고 모(某), 휘(諱)로 기
록하거나 비워두는 방식인데 피해야 할 글자 대신에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 ×, ○’ 등의 부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고쳐 쓰기법’, ‘비워 쓰기법’은 
주로 피휘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중국에서 시작된 피휘법은 당나라, 송나
라 때 가장 성했는데 한국에서 피휘법의 사용은 당 문화를 수용한 신라 
말기부터였다. 피휘법이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적용된 ‘國諱’가 있고 사람
들이 스스로 지키는 ‘聖諱’가 있는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개인의 
이름, 사원, 공사건물의 명칭에 왕의 이름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임
금의 이름인 어휘(禦諱)의 글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뜻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대체하거나 마지막 한두 획을 삭제하는 피휘결획을 
한다. 

금기하는 말의 일부를 생략부호 ‘×’로 대체하는 완곡 표현 방식은 현대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는 경
우인데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
큼 쓴다.

③ 나눠 쓰기법은 문자를 편(偏)과 방(旁)으로 분해하여 순서에 따라 읽
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에서는 ‘拆拼法’, ‘析字法’, 한국어에서는 ‘파자법’
이라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민요, 문자유희, 대련(對聯), 문학작품에
서 나타나는데, 한 문장에서 탁자(拆字)와 합자(合字)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보인다. 한국어의 파자어는 전통적으로 점과 예언책에서 많이 나타났
고 조선 시대에는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문학작품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기존의 한중 완곡 표현 대조 연구 논문에서 한국어에는 파자법이 없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 한국어에 파자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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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 변용 방식의 대조

완곡 표현의 실현 방식에서 어휘 변용 방식은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하
게 운용된다.1) 3장에서 살펴본 음성과 문자의 변용 방식이 해당 어휘의 
발음 혹은 문자 일부를 변화시켜 기표(記標, signifiant)와 기의(記義, 
signifie) 간의 약정(約定俗成)을 깨뜨림으로써 완곡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었다면, 해당 어휘 자체로 어휘를 대체하는 방법 역시 완곡 어휘를 구성하
는 매우 중요한 표현 방식의 하나이다. 완곡 표현에서 어휘 변용이란 원형
인 금기어 대신에 비원형적인 완곡 표현을 쓰는 것을 가리킨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의미적 관련성이 형성될 때 이를 어휘의 의미 
관계라고 한다. 의미 관계에는 유의(동의)관계, 반의관계, 다의관계, 동음
관계, 하의관계 등이 있다. 이런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각각 유
의(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어, 하의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성질을 유의(동의)성, 반의성, 다의성, 동음성, 하의성이라고 한다
(홍사만 2008:53). 4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에서 유의성, 반의성, 모호성
(다의성, 하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 방식을 대조 분석한다.

4.1. 유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

  음운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가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관계를 동의관계(synonymy)라고 하고, 단어가 의미가 같을 때 
그 단어들을 동의적(synonymous)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2) 그런데 동의

1) 어휘 집합체로서의 완곡어 형성을 보면 하나의 언어단위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완곡한 의미 항목
(義項)을 가진 단어와 구 두 종류로 나눈다. 완곡한 의미항목을 가진 구의 경우 일반 완곡어구와 숙
어류의 완곡어구가 포함된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규정된 단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
어 형식 가운데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사실 또는 생각을 완곡하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구 
형식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불쾌감이나 자극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점에서 완곡 표현의 어휘 범주에
서 다룰 수 있다. 
2) 임지룡(1992:135)에서 동의관계(synonymy)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닐 때 성립되
며 동의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을 동의어(synonym)라고 한다. 조희숙(2009:99-100)에 따르면 단어가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의어 관계, 즉 어휘의미는 동일하고 문체적인 차이와 뉘앙스
의 차이로 구별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의사소통의 조건에 따라 그 차이가 활성화되면 동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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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가) 동의어 (나) 하의어 (다) 유의어

그림  C   B
        

    
   A   

특징
양자의 지시적 의미가 포
개는 것으로 양 의미의 영
역이 거의 일치한 경우.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포섭하는 경우.

양쪽 단어의 의미가 각
각 그 일부분이 포개지
는 경우.

예 암-켄서(cancer) 종양-악성종양/양성종양 판자촌-빈민가

적이란 뜻이 모호하여 학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동의관계
라 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은 유의관계라 하여 구별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
의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단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동일한 
동의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따라서 동
의어를 유의어에 포함시켜 그 하위어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大鹿
薰久(1989:344)는 완전 동의와 부분 동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눈다.

<표1> 완전 동의와 부분 동의 유형

  <표1>에서 (다)의 유의어는 그 포개어지는 범위가 넓은 것을 가리키고 
이는 동일 의미의 공유 정도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하의어는 종적인 상하 

계를 상실하고 그 차이가 중화되면 동의어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3) Boldinger(1970)에서도 과학 용어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동의어에 인색한 것이 언어학자들의 일반
적인 경향이라고 말한다. J. Lyons(1968)는 완전한 동의(complete synonymy)는 인식적, 감정적인 
의미가 같은 것이고, 전면적인 동의(total synonymy)는 모든 문맥에서 교체가 가능한 것을 가리킨
다. 이때 말하는 완전 동의란 완전하고 전면적인 동의의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는 경우를 가리키
고, 부분 동의란 불완전하지만 전면적이거나, 불완전하면서 전면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J. Lyons(1977:292)는 동의관계를 ‘양면적 또는 대칭적 포섭관계’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X가 Y의 
포섭어이고 Y가 X의 포섭어이면 X와 Y는 서로 동의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동일 언어에서 부분적
으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나 표현을 일컫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어의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동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어
감이나 문체적 특징, 사용의 위상까지 일치하는 동의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W.E.Collinson(1939)은 동의어 사이에 예측할 수 있는 의미의 차이를 한쪽이 다른 한 쪽보다 더 일
반적인 것(rifuse〉 reject), 강렬한 것(repudiate〉 reject), 감정적인 것(refuse〉 decline), 도덕적으
로 중립적인 것(economical〉 thrifty), 직업적인 것(decease〉 death), 문학적인 것(passing〉 
death), 구어적인 것(turn down〉 reject), 유아어인 것(daddy〉 father), 지역적, 방언적인 것
(flesher〉 butcher) 등으로 아홉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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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횡적인 대립 관계인 유의어가 될 수 없다. 본고에서
는 (가)의 경우처럼 동일한 개념적 의미를 지닌 말도 ‘강렬한 것’과 ‘직업
적인 것’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소 융통성을 받아들여 ‘유의
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유의성에 관한 완곡 표현은 표
<4>의 동의어(가)와 유의어(다)를 포함하고 하의어(나)는 4.3의 모호성에 
관한 완곡 표현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의어로 인정하는 두 가지 착안점이 있다. 첫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지시하고 있는 피지시물(실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일)이 동일해
야 하고, 둘째 그 지시 내용과 파악 방식에서 명백한 상이가 없어야 한다. 
완곡 표현에서 원형인 금기어와 비원형인 완곡 표현은 표현 형식이 다를 
뿐 근본적인 의미 지향에서 일치하여 유의관계가 성립된다.4) 

어휘의 의미관계는 크게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로 나눈다. 그 중 계열관계
는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계열적 축 곧 선택
(choice)은 종적인 선을 지향하고, 결합적 축 곧 연쇄(chain)는 횡적인 선
을 지향한다.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완곡 표현의 어휘 변용은 계열관계와 
결합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유의성과 관련된 완곡 표현들을 전
통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것,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것, 차용어로 대
신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1.1. 전통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어휘 변용

금기어를 대신하는 전통적인 완곡어는 대부분 신앙과 미신, 죽음, 질병 
등과 관련된 완곡 표현들이다. 

4) G. Leech는 의미 범주를 일곱 가지로 나눈다. ① 개념적 의미: 논리적, 지적, 외연적 내용이다.
② 내포적 의미: 언어가 지시하는 것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③ 문체적 의미: 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전달되는 것이다. ④ 환정적 의미: 화자/청자의 감정 및 태도에 대하여 전달되는 것이
다. ⑤ 반영적 의미: 같은 표현의 다른 의미를 연상하는 것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⑥ 연어적 의
미: 다른 언어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단어와의 결합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⑦ 주제적 
의미: 어순이나 강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홍사만 
200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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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신앙과 미신 관련 어휘 변용

신앙, 미신으로 인한 어휘 변용은 외경의 대상과 관련되는데 직접 부르
지 못하는 금기어를 대신하는 것이다.

 (1) ㄱ. 호랑이: 산신령, 산군, 산 손님, 사또, 영감
        老虎: 山神, 山君, 大蟲
     ㄴ. 뱀: 업, 용님, 집지킴, 집주인, 터줏대감, 긴 양반, 진대5) 
　　　   蛇: 長蟲子, 小龍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모든 동물을 ‘蟲’이라고 하였기에 ‘老虎’를 ‘大蟲’, 
뱀을 ‘長蟲子’라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뱀을 ‘긴 짐승’이라고 하였다.6) 

(1ㄱ)에서 보면 한국인이나 중국의 동북 지역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를 
산중의 왕으로 여긴다. 호랑이가 짐승의 침략을 막아주고 행복을 줄 수 있
다고 믿어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하고 ‘산신령’(山神靈), ‘산군’(山君)이라
고 불렀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직접 부르면 불행이 온다고 믿기 때문
에 지시 대상에게 아첨하는 뜻을 가진 좋은 말인 ‘손님, 사또, 영감’으로 
바꿔 불렀다. 

(1ㄴ)의 ‘업’은 흔히 집안 살림이 그 덕이나 복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믿
고 소중히 여기는 동물이나 사람이다. 뱀은 그 대표적인 존재로 풍요와 다
산을 상징하여 중국에서도 뱀을 자기 씨족의 시조와 보호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한국에서 뱀을 ‘집지킴이’, ‘집주인’이라고 하듯이 자연과 인간의 조
화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중

5) 정초마다 붕기풍어 놀이를 하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황도에서는 구렁이를 ‘진대서낭’이라 부른다. 
진대란 길다는 뜻이다. 구렁이는 동네 당신(堂神ㆍ신당에 모신 마을신)이나 집안의 업신(재물복을 주
는 가택신)으로 자리 잡아 인간사회를 지켜준다. 
6) 古代的人把所有動物都叫“蟲”，無論天上飛的，還是地上走的、爬的，或者是水中遊的。魚叫水蟲，
鳥叫羽蟲，龜叫介蟲。那些沒有羽毛、鱗片和甲殼等遮蓋東西的動物，則以裸蟲相稱。(고대인들은 모든 
동물을 벌레라고 하였다. 날아다니는 것, 걸어 다니는 것, 헤엄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물고기는 
물벌레, 새는 우충, 거북이는 갑충라고 하였다. 깃털, 비늘, 껍데기가 없는 동물은 나충이라고 하였
다.) 四川省 重慶의 일부는 원래 고대 巴國이었는데 ‘巴’는 본래 전설 속의 큰 뱀이었다. 그 곳 사람
들은 뱀을 조상으로 모셨다. ≪說文解字≫에서는 “巴，蟲也。或曰食象蛇。象形。”이라고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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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뜻 중국어
한국어

한자어(-하다) 고유어

去 가다 逝去, 去世, 歸去, 離去, 
故去, 大去, 辭去, 故去 서거(逝去) 돌아가다,

떠나가다

故 세상을
떠남 故去, 故世, 作故, 物故 작고(作故), 

물고(物故) 떠나가다

歸 돌아가다
歸天, 歸西, 歸土, 歸盡, 
歸全, 歸泉, 歸神, 歸世, 
歸陰, 歸真, 歸去, 大歸

귀천(歸天), 
귀토(歸土), 
대귀(大歸)

돌아가다

回 돌아가다 回去, 回老家 돌아가다
離 떠나다 離塵, 離開, 離世, 離去 떠나가다
辭 떠나다 辭去, 辭世 사세(辭世) 떠나다

升 오르다 升天, 升遐, 升馭, 升仙 승천(昇天), 
승하(昇遐) 신선이 되다

登 오르다 登仙, 登真, 登陟 등선(登仙), 
등척(登陟) 신선이 되다

過 지나다 過世, 過身, 過仙, 
過去了, 過輩 돌아가다

凋 시들다 凋落, 凋零, 凋謝, 
凋逝, 凋喪

조락(凋落), 
조령(凋零) 목숨을 잃다

謝 떨어지다 謝世, 凋謝, 隕謝, 徂謝

국 모두 용토템 관련 금기 설화를 보유하고 있다. 뱀과 용은 형상 특징에
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 ≪山海經≫에서 보면 고대 중국인들은 軒轅황제를 
‘蛇身’ 또는 ‘龍身’이라고 하였다.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친근감을 느끼
는 ‘小’에 ‘龍’을 붙여 ‘小龍’이라 하고, 한국어에서는 그 지위를 격상시켜 
‘터줏대감, 긴 양반’ 또는 존칭 접미사를 붙여서 ‘용님’이라고 한다. 

4.1.1.2.  죽음과 질병 관련 어휘 변용

1) 죽음 관련 어휘 변용
죽음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한자어, 고유어) 완곡 표현은 다음과 같

다.7)

<표2> 죽음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 완곡 표현(동사성 한자)

7) 한국어의 한자어는 중국어와 관련된 어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한국어’ 순서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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隕 떨어지다 隕落, 隕身, 隕謝 떨어지다

棄 버리다 棄朝, 棄天下, 棄世, 棄養
棄平居, 棄館舍, 棄堂帳 저버리다

捐 버리다/
바치다

捐賓客, 捐館舍, 
捐軀, 捐世

버리다,
목숨을 바치다

殉 바치다
殉國, 殉難, 殉身, 殉義,
殉職, 殉教, 殉情, 殉節,
殉道, 殉財 

순국(殉國), 순직(殉職),
순교(殉教), 순정(殉情),
순절(殉節), 순도(殉道)

‘-위해 목숨을 
바치다’

眠 자다/
쉬다 沉眠, 安眠, 永眠, 長眠 영면(永眠) 잠들다

崩 무너지다 崩禦, 天崩, 駕崩, 
崩世, 崩背

붕어(崩御), 
천붕(天崩)

한
자

뜻 중국어
한국어

한자어(-하다) 고유어

世 세상
逝世, 下世, 棄世, 捐世, 去世, 
故世, 過世, 辭世, 背世, 崩世, 
離世, 歸世, 謝世, 違世, 厭世

서세(逝世), 하세(下世),
기세(棄世), 연세(厭世) 세상을 뜨다

身 몸 過身, 捐軀, 隕身, 殉身, 獻身 세상을 뜨다,
몸을 바치다

氣 숨 咽氣, 氣絕 숨을 거두다,
숨이 끊어지다

仙 신선 仙去, 仙逝, 上仙, 升仙, 登仙 등선(登仙) ‘신선이-’
星 별 星落, 星亡, 星殞 별이 떨어지다

한
자

뜻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하다) 고유어

長 길다
長眠, 長寐, 長寢, 長逝,
長歸, 長往, 長違, 長謝, 
長辭, 長終

영원히 잠들다, 멀리 떠
나다, 영원히 다시 돌아
오지 않다,

大 크다 大行, 大故, 大歸, 
大還, 大去

돌아가시다, 멀리 떠나
다, 다시 돌아오지 않다

永 영원
하다

永別, 永辭, 永訣,
永隔, 永眠

영별(永別), 
영결(永訣),  
영격(永隔), 
영면(永眠)

영원히 떠나다

<표3> 죽음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 완곡 표현 (명사성 한자)

<표4> 죽음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 완곡 표현 (형용사성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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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욱 풍부하고 문화적으
로도 다양하다. 한중 언어에서 죽음에 관한 완곡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병렬, 주술, 종속, 술목 구조이다.

(2) 합성어의 구조특징
ㄱ. 병렬구조 
     [중] 逝去, 歸去, 故去, 離開, 離世, 離去, 回去, 辭去, 登陟, 隕落, 隕謝,  

           凋落, 凋零, 凋逝, 凋謝, 徂謝
     [한] 서거, 작고, 등척, 조락, 조령
ㄴ. 주술구조 
     [중] 仙逝, 天崩, 星落, 物故
     [한] 물고, 천붕
ㄷ. 종속구조 
     [중] 長眠, 大歸, 永別, 永辭, 永訣, 永隔, 永眠
     [한] 대귀, 영별, 영결, 영격, 영면
ㄹ. 술목구조 
     [중] 歸天, 歸西, 歸土, 歸泉, 歸神, 歸世, 歸陰, 歸真, 離塵, 逝世, 下世,  

           棄世, 捐世, 去世, 故世, 過世, 辭世, 背世, 崩世, 崩禦, 離世, 謝世,  
           違世, 厭世, 升天, 升遐, 升馭, 升仙, 上仙, 登仙, 過仙, 過身, 隕身,  
           捐軀, 棄朝, 殉國, 殉死, 殉職, 殉敎, 殉情, 殉節, 殉道, 咽氣, 

         棄天下, 棄平居, 棄館舍, 棄堂帳
     [한] 귀천, 귀토, 사세, 승천, 승하, 등선, 순국, 순사, 순직, 순교, 순정, 
         순절, 순도, 붕어, 서세, 하세, 기세, 연세

(2)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죽음 관련 어휘는 형태나 의미상으로 
안정적인 2음절어가 대부분이다. 죽음 관련 어휘의 구조는 공통으로 술목
구조, 병렬구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속구조와 주술구조이다. 

중국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가 한국어 체계 속으로 들어오면 명사
는 제외하더라도 동사로 쓰이는 한자는 어간 끝에 ‘-하다’를 붙여야 하고 
활용어미를 붙여야 낱말의 행세를 할 수 있다.8) 중국어에서는 ‘가다, 지나

8) 합성어 형성에 있어서 한자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성이다. 어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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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아가다, 떠나다’의 뜻을 가진 ‘去, 故, 歸, 過, 離, 回’, ‘오르다, 떨
어지다, 시들다’의 뜻을 가진 ‘升, 登, 隕, 凋, 謝’, ‘버리다, 바치다, 무너
지다’의 뜻을 가진 ‘棄, 捐, 殉, 崩’ 등이 가장 많이 쓰인다. 한국어에서는 
‘순’(殉), ‘귀’(歸)자와의 합성구조가 가장 많다.

한국어 한자어에서 병렬구조의 합성어는 두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
가 비교적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며 구성 요소의 의미 자질에 따라서 
반의관계, 유의관계, 대등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의미가 뚜렷이 대
조되는 반의관계의 합성어가 가장 생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2ㄱ)의 
죽음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서거, 작고, 등척, 조락, 조령’에서 보면 모두 
[동사어기+동사어기]로 결합된 유의관계의 병렬구조이다. (2ㄴ)에서 주술구
조의 주어는 중국어에서는 주로 ‘황제’, ‘신선’, ‘하늘’, ‘별’, ‘사람’이 되지
만 한국어 한자어에서는 ‘사람-物故’와 ‘황제-天崩’만 나타난다. (2ㄷ)의 
종속구조에서 보면 중국어에서는 수식어가 [+상태성]인 ‘長’, ‘永’, ‘大’가 
주를 이루고 한국어 한자어에서는 ‘永’과 ‘大’만 나타난다. 

(2ㄹ)의 술목구조는 한국어와 정반대의 어순으로 해석되는 유형이며, 이
는 중국어 ‘V＋O’ 구조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한자 
합성어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술어는 대부
분 [+동작성]을 나타내고 목적어는 ‘세’(世)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어 
한자어에서는 목적어이지만 고유어로 해석하면 목적어(棄世: 세상을 버리
다), 부사어(歸天: 하늘로 돌아가다)로 나타난다. 고유어 표현인 ‘나라를 위
해 목숨을 바치다’는 한자음으로 ‘순국’(殉國) 두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
다. 중국어의 ‘升仙, 上仙, 過仙’과 같은 경우는 주술구인 ‘(하늘로 올라가
서) 신선이 되다’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 형태소가 결합

태소로 쓰이는 한자는 단어 형성 시 최소의 의미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한자어는 짧은 어형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정보량을 
담아낼 수도 있다. 한자 형태소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한국어의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지만, 중국 문어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고유어 형태소와는 다른 
조어적 특성이 있다. 한자 형태소는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합성어의 어순이나 놓이는 위치에 따
라서 의미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어의 합성어와는 그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자 합성어를 고유어로 나타내면 대부분의 경우 합성어를 이루는 두 성분이 순서를 뒤바꾸거나 구
나 문장과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한자어의 구조적 특성은 중국 문어의 문법에 근
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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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국어  한국어

ㄱ. 세상과의 
    이별

離世, 永別, 見背,
與世長辭, 撒手人世

이별하다, 세상을 떠나다, 세상
을 등지다, 세상을 하직하다, 
이승을 떠나다, 유명을 달리하다  

ㄴ. 
세상
에서
소실

①없어짐 永逝, 不在了, 沒了, 失去, 
香消玉殞

영원히 사라지다, ‘-잃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②바침 過身, 捐軀, 隕身, 殉身, 獻身 목숨을 바치다

③버림 棄朝, 棄天下, 棄世, 捐世, 棄養, 
棄平居, 棄館舍, 棄堂帳 버리다, 저버리다

ㄷ. 시간의 
   종결

已故, 作故, 故人, 完了, 
百年之後, 壽終正寢, 壽終內寢

작고하다,  천수를 다하였다,
이미 돌아가다

ㄹ. 시간의 
   지속성

長眠, 長寐, 長寢, 長逝, 長歸, 
長往, 長違, 長謝, 長辭, 長終,
永眠, 永別, 永辭, 永訣, 永隔, 
永眠, 大行, 大故, 大歸, 大去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다

ㅁ. 사후 몸과
   관련된 
   특징

閉上了眼睛, 心髒停止了跳動, 停止
了呼吸, 流盡了最後一滴血, 咽了
氣, 斷氣了, 坐化, 魂斷, 靈魂出竅

눈을 감다, 잠들었다, 심장이 멈
추다, 고동을 멈추다, 숨을 거두
다, 영혼이 세상을 떠나다  

ㅂ. 사후 
   목적지

上天了, 上西天了, 登蓮界, 
回老家了, 上八寶山了, 踏上黃泉路

하늘나라로 가다, 천당에 가다, 
고택골로 가다, 저승에 가다, 
황천에 가다, 구천에 가다

ㅅ.
살아
있듯
표현

여행, 
휴식

去了, 上路了, 安息, 睡著了 갔다, 먼 길을 떠났다, 
편히 쉬다, 잠들다, 고이 잠들다

일상 老了, 過去了, 去見馬克思 돌아가다, 밥숟가락 놓다

ㅇ. 
미화

신선 登仙, 升仙, 上仙, 過仙, 羽化 등선하다, 우화하다, 
신선이 되다

별 星落, 星亡, 星殞 별이 지다

하여 만들어 내는 합성어는 복잡하고 많은 정보량을 짧은 어형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언어의 경제성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급적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각종 활동과 완곡 표현을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표5> 한중 언어에서 죽음의 완곡 표현 실현 양상 대조

<표5>의 (ㄱ)을 보면 한중 언어에서 공통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는 ‘世’
와 ‘세상’이다. 중국어에는 ‘離, 世, 別, 訣, 背’와 관련된 ‘離世, 過世, 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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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 永訣, 別世, 背世’ 등 어휘뿐만 아니라 ‘世’와 관련된 ‘與世長辭’, ‘撒
手人世’ 등 4자어들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세상/이승+이별하다/고별하다/
떠나다/떨어지다/하직하다/등지다]로 나타나고,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유명’(幽明)을 써서 ‘유명을 달리하다’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영원
히+이별/고별+하다], [영영+떠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다’
에서처럼 부사어 ‘영원히, 영영’을 붙여 이별 후 다시 못 만나게 됨을 강
조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ㄴ)의 세상에서의 소실로 표현하는 경우 ①의 중국어에서는 존재를 나
타내는 ‘有’, ‘在’의 반대말인 ‘不在’(不在了), ‘沒有’(沒了), ‘失’(失去了), 
‘逝’(永逝/逝去)로 표현한다. 4자어인 ‘香消玉殞’은 ‘옥이 없어지다’는 뜻으
로 여자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사망자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다’, ‘고인이 되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등으로 표현하고, 살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잃다’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②에서는 
‘過身, 捐軀, 隕身, 殉身, 獻身’(몸과 목숨을 바친다)에서 보다시피 ‘過, 
捐, 隕, 殉, 獻’ 등 다양한 한자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일관되게 고
유어 ‘-바치다’를 사용한다. ③에서 보면 한국어의 ‘세상을 (저)버리다’라는 
뜻을 중국어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임금의 죽음은 ‘천하를 버리
다’(棄天下)로, 일반사람의 죽음은 ‘세상을 버리다’(棄世/捐世), ‘관사를 버
리다’(捐館舍) 등으로 표현한다. ‘더 이상 부양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는 
‘棄養’처럼 동명사(養)와의 결합으로도 나타난다.

(ㄷ)의 시간의 종결로 나타내는 경우 중국어에서는 ‘故’(이미 세상을 떠
났다)와 ‘終’(끝나다)이 많이 쓰인다. ‘已故, 作故, 故人’, ‘完了’로 이미 사
망했음을 이른다. ‘수명을 다했다’는 뜻의 ‘壽終正寢’, ‘壽終內寢’으로 남자
와 여자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고(故)-’, ‘작고
(作故)-’ 또는 고유어 ‘이미 돌아가다’, ‘이미 세상 뜨다’ 등으로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죽음을 ‘百年之後’(백년 후)라고도 하여 미래 지향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천수를 다하다’라고 하여 과거 지향적이다.9)

(ㄹ)에서 보다시피 시간 지속성의 여부로도 죽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9) “您百年之後，安葬何處？”（‘題未定’草·五, 魯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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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돌아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만남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간의 지연으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어로
는 ‘長’(-眠), ‘永’(-別), ‘大’(-去), 한국어로는 ‘영원히-’로 강조하여 표현
한다.10)

(ㅁ)은 사람이 죽은 후 나타나는 몸과 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하는데 ‘氣, 
呼吸-숨’, ‘魂-영혼’ 등을 많이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咽了氣’, ‘斷氣’, 
‘停止了呼吸’를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숨을 거두다’로 표현하지만 ‘숨이 
꼴깍하다’, ‘숨이 넘어가다’, ‘숨이 떨어지다’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魂斷’, ‘靈魂出竅’는 ‘영혼이 세상을 떠나다’로 표현한다.

(ㅂ)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가서 
사는 곳을 ‘황천’, ‘구천’으로 묘사하고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극락세계인 
‘西天’, ‘蓮界’, ‘天堂’, ‘하늘나라’, ‘천당’이라고 미화하여 표현한다.11)  또
한 공동묘지가 많은 곳인 ‘八寶山’, ‘(고택)골’로 표현하기도 한다.12) 중국
어에서는 ‘回老家’(옛집으로 돌아가다)처럼 해학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나
타내기도 한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데 (ㅅ)에서처럼 ‘去了’, ‘上
路了’, ‘睡著了’, ‘安息’은 먼 길을 떠나거나 도착한 목적지에서 편히 휴식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중국어에서 ‘노’(老)는 자연의 순
리대로 생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過去了’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간
다는 뜻이고, ‘去見馬克思’는 공산당원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밥숟가락 놓다’는 매일 하는 일상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죽음
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ㅇ)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죽음을 ‘長生不死’(장생불사)하고 신선으로 된
다고 이해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한다.13) 중국어에서는 ‘登仙, 升仙, 上仙, 

10) “我身體平安，唯膀子疼痛厲害，舉箸提筆，多有不便，大約大去之期不遠矣……”(背影, 朱自清)
11) 황천의 유의어로 다음과 같은 한자어들이 있다. 구원(九原), 구유(九幽), 구천(九泉), 구천지하(九
泉地下), 명간(冥間), 명경(冥境), 명계(冥界), 명국(冥國), 명도(冥途), 명로(冥路), 명부(冥府), 명조(冥
曹), 명토(冥土), 시왕청(十王廳), 염라부(閻羅府), 유계(幽界), 유도(幽都), 유명(幽冥), 음부(陰府), 저
승, 중천(重泉), 지부(地府), 천대(泉臺), 천양(泉壤), 하계(下界), 현택(玄宅), 황양(黃壤). 
12) ‘八寶山’은 북경 서쪽 교외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북경 팔보 혁명 공동묘지’의 준말 또는 장의
사(葬儀社)의 대칭이다. ‘고택골’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해당하는 마을의 옛 이름인
데 공동묘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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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仙’에서처럼 ‘登, 升, 上, 過’ 등 한자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한국
어에서는 ‘등선하다, 우화하다, 신선이 되다’[한자어+고유어]로 표현한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羽化’(우화)는 ‘사람이 몸에 날개가 돋아 신
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인데 ‘羽化登仙’(우화등선)으로 표현하기
도 한다. 유명인사가 돌아가면 중국에서는 ‘星落’, ‘星殞’, 한국어에서도 
‘별이 지다’로 표현한다. 이처럼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예사롭게 표
현하여 죽음이라는 원형(原型)과의 거리를 최소한 멀리하여 두려움을 줄여
준다.

2) 질병 관련 어휘 변용
한중 언어에서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원인인데 

질병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여 보호받으려 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여 부
담감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한국어에서 천연두에 관한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

(3) 천연두에 관한 완곡 표현 [한국]
  ㄱ. [호구-]: 호구별상(胡口別相), 호구마마
      [호귀-]: 호귀별성(胡鬼別星) 
  ㄴ. [-별성/별상]: 강남별성, 호귀별성, 호구별성
      [별성/별상-]: 별성마마, 별성마마
  ㄷ. [-마마]: 호구마마, 별성마마, 손님마마, 역신마마, 큰 마마14)

  ㄹ. [-손님]: 큰 손님, 시두손님, 작은 손님(홍역)
      [손님-]: 손님마마, 손님자국
  ㅁ. [-신]: 두신(痘神), 역신(疫神)
  ㅂ. [-역-]: 호역(戶疫), 호역(虎疫), 역신(疫神)
  ㅅ. [큰/작은-] 큰 마마, 큰 손님, 작은 손님(홍역)

13)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想)과 도교(道敎)에서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인간(人間), 즉 인간계를 떠
나 산속에 살며, 선도(仙道)를 닦아서 도통(道通)하여 도술을 부리고,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는 사람
을 말한다.
14) 평북 길주 회령에서는 ‘고운마님’, ‘마누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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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한국어에서 천연두에 관한 표현을 보면 모두 종속구조이다. ‘별성
/별상’, ‘손님’은 중속구조에서 수식어 또는 중심어로 나타난다. ‘마마’는 
종속구조에서 중심어로만 나타나지만 ‘별성/별상, 호구, 두신, 손님, 큰’ 
등 단어들과 결합하여 가장 활발한 조어력을 보인다. 

(3ㄱ)에서 ‘호구/호귀’(胡口/胡鬼)는 대륙을 뜻하며 대륙의 군소 종족들
을 지칭하는 오랑캐 ‘호’(胡)자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호구/
호귀’는 종속구조의 수식어로 나타난다. 

(3ㄴ~ㄹ)에서 보면 ‘마마, 별성/별상’ 등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이 강남에
서 왔다고 하여 ‘손님’이라고도 한다. 위험한 천연두는 ‘큰 손님’이라고 하
고 덜 위험한 홍역을 ‘작은 손님’이라고 하였다15) 

(3ㅁ~ㅅ)에서 보면 천연두를 신격화하여 ‘두신’(痘神) 또는 ‘역신’(疫神)
이라고 하였다. ‘큰/작은-’은 모두 ‘마마’, ‘손님’과 결합하였는데 손님으로 
와야 천연두가 퇴치되니 ‘마마’, ‘손님’으로 불렀으며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질병에 관한 어휘를 중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
          [중]                               [한]
 ㄱ. [症] 絕症, 不治之症                    불치병    
 ㄴ. [疾] 暗疾, 惡疾, 河魚之疾, 河魚腹疾     종양, 성인질환, 배탈나다
 ㄷ. [恙] 微恙, 小恙, 尊恙, 清恙, 貴恙       가벼운 병, 병환
 ㄹ. [病] 花柳病, 心病, 思春病,              화류병, 정신질환, 사랑앓이, 
         銀屑病, 怯病,                      건선, 가슴앓이, 
         一/二／三號病                     흑사병, 호역, 마마
 ㅁ. [花] 掛花, 帶花                         상처      
 ㅂ. [痘] 靑春痘, 時痘                       여드름, 두신(마마)
 ㅅ. [不] 不安, 不佳, 不康, 不快,             좋지 않다, 불편하다, 
         不適, 不舒服, 不太好               편하지 않다
 ㅇ. [欠] 欠安, 欠佳                         좋지 않다, 편하지 않다  

15) 어린아이가 홍역을 앓으면 ‘홍진하다’ 대신에 ‘과거하다, 벼슬하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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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양상 한국어 중국어

ㄱ. 격상하여 
    표현

천연두: 두신, 역신,
별성마마, 손님마마 병환: 尊恙, 清恙, 貴恙

ㄴ. 적극적인 
    표현 [중]

천연두: 見喜
부상: 掛彩, 掛花, 掛紅, 帶花

ㄷ. 예사로운 
    일로 표현

발병: 병이 도지다
중병: 일어나지 못하다.

발병: 負薪之憂, 伏枕, 唔自然,
      唔雄(노인), 唔乖(아이)
중병: 臥床不起
약을 먹다: 吃好茶

ㄹ. 비유하여 
    표현 설사: 배탈나다 설사: 河魚之疾(拉肚子)

약: 涼茶(廣州人), 涼水(潮汕人)

ㅁ. 모호한 표현 암: 종양, 성인질환, 
짝사랑: 사랑앓이, 

암: 新生物 성병: 暗疾 
짝사랑: 思春病 

(4ㄱ~ㄹ)을 보면 중국어에서는 질병의 명칭에 대하여 ‘病’자를 기피하고 
‘疾’(暗疾, 惡疾, 河魚之疾), ‘症’(絕症, 不治之症), ‘恙’(微恙, 尊恙)을 선호
한다. 중국에서는 고대에 질병을 ‘恙’이라 하여 병에 걸리면 ‘身體抱恙’이
라고 표현했다. ‘暗疾’은 성병이나 불치병을 뜻하기도 하고 ‘惡疾’은 불치
병이나 나병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득이 ‘病’자를 사용할 때 수식어는 ‘花
柳’(화류계), ‘思春’(사춘), ‘銀屑’(부스러기)처럼 환자군, 발병 연령대, 나타
나는 증상에 초점을 둔다. 또는 ‘心’(마음), ‘怯’(두렵다), ‘一號, 二號, 三
號’(1번, 2번, 3번)와 같은 넓은 범주에서 모호한 표현을 써서 원형인 정
신병, 폐결핵, 쥣병, 쥐통, 천연두 등 질병과의 거리를 멀리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4ㅁ, ㅂ)에서 보면 상처를 꽃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고통과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痘’자는 앞에 모두 시간과 관련된 ‘靑春’(청춘), 
‘時’(시)를 붙이는데 발병이나 치유되는 시간의 제약성을 암시해 준다. 

(4ㅅ, ㅇ)에서 보면 모두 접두사 ‘不’(불)과 동사 ‘欠’(흠)을 사용하여 아
픈 상태를 건강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환언하여 가볍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언어에서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에 관하
여 살펴본다.

<표6> 한중 언어에서 질병의 완곡 표현 실현 양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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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나병: 천형병

정신병: 心病(失心, 失心風) 
나병: 大風

ㅂ. 부정의 표현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 
좋지 않다

不安, 不佳, 不康, 
欠安, 欠佳, 違和  

ㅅ. 피동으로 
    표현 감기에 걸리다 挨了一下子, 劃了個口子       

ㅇ. 숫자로 표현[중] 一號病(쥣병), 二號病(쥐통) 
三號病(천연두)

ㅈ. 외래어로 표현[한]

암: 켄서 (cancer)    
나병: 한센병 (Hansen)
쥣병: 페스트 (pest)
쥐통: 콜레라 (cholera) 
장티푸스: [腸+typhus]

腫瘤, 新生物, 絕症, 不治之症, 
惡疾
大風，惡疾 
一號病
二號病
凍天行

<표6>의 (ㄱ)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신격화하
여 ‘신’(神)을 붙이거나(두신, 역신),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어서 
‘별성’, ‘마마’로 지칭했다. 중국어에서는 병을 지칭하는 ‘恙’ 앞에 ‘尊, 清, 
貴’자를 붙여서 높임말로 격상시켜 표현하기도 한다. 

(ㄴ)에서 보면 중국어에서는 천연두를 ‘見喜’(좋은 일이 생겼다)로 표현
하고, 부상을 입은 것도 ‘掛彩’, ‘掛花’, ‘帶花’, ‘掛紅’(꽃을 달다)처럼 적극
적인 표현을 쓴다. 

(ㄷ)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모두 병이 중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
하다’(臥床不起)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는 발병을 ‘병이 도지다’로 표현하
는데 중국어에서는 ‘負薪之憂’(좀 피곤한 것), ‘伏枕’(누워 자는 것), 唔自
然(자연스러운 것) 등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약을 먹는 것
도 꺼려 ‘吃好茶’(좋은 차를 마신다)라고 한다. 

(ㄹ)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설사를 ‘배탈나다’, 중국어에서도 ‘拉肚子’라
고 한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물고기가 죽으면 가장 빨리 부패되는 부위가 
배라는 데서 연상하여 ‘河魚之疾’로 설사를 완곡하게 지칭하였다. 중국 방
언에서는 약을 ‘涼茶’(차) 또는 ‘涼水’(물)로 비유하여 약을 먹는 것을 아주 
예사로운 일로 표현한다. 

(ㅁ)을 보면 중국어에서는 신생물(新生物), 드러나지 않는 것(暗疾),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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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病), 봄(思春病), 바람(大風) 등 모호한 표현을 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는 종양, 성인질환, 사랑앓이, 정신질환, 천형병으로 표현하는데 한자어 
‘병’, ‘질환’이나 고유어 ‘앓이’가 등장하여 중국어에 비하면 직설적이다. 

(ㅂ), (ㅅ)을 보면 한중 언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有病’, 
‘得了病’과 같이 부담을 주는 직설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부정 표현과 피동
문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ㅇ)은 중국어의 특유한 표현인데 국가에서 규정한 전염병의 순서에 따
라 표현하는 방법이다. (ㅈ)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장티푸스’처럼 한자어
와 외국어를 결합한 지칭도 있어서 더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어휘 변용

한중 완곡 표현에서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어휘 변용은 전문성
(technicality), 내포(connotation), 방언(dialect)의 차이에 따라 분류된
다.16)

4.1.2.1. 전문성에 따른 어휘 변용

전문성에 따른 유의어의 존재인데 하나는 일반 직업에 관련된 완곡 표
현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 직업에 관련된 완곡 표현이다. 

1)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육체노동과 지적노동의 차이는 사회
적 지위로 이어져 육체노동은 천대받아 왔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상심리에 의해서 기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를 원
하며 이러한 직업에 관한 완곡 표현들이 나타났다. 

16) H.Jackson(1988:68-67)에 따르면 동의어 생성 배경을 보면 방언의 차이, 문체(style)나 격식
(formality)의 차이, 전문어에 의한 동의어, 내포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완곡어법에 의한 동의어로 
나눈다. 본고에서는 완곡어법에 의한 동의어에 다른 배경들을 포함시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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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관련 어휘 한국어 중국어

ㄱ.

장사꾼(做買賣的)
심부름꾼(賣茶的) 
이발쟁이(剃頭的)

구두닦이(修鞋的)
월급쟁이(掙工資的) 

상인, 사업가, 비즈니스맨
종업원
이발사, 미용사, 
헤어디자이너
구두수선공 
샐러리맨  

商人  
茶博士 
理髮師, 美髮師,
髮型設計師 
皮具修理博士 
上班族

ㄴ.

딴따라(演戲的)
비전속인(無固定職業的)

보험모집인(賣保險的)  

연예인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생활설계사

演員, 藝人 
自由職業者,
自由工作人 
保險業務員   

ㄷ.
문지기(看門的)
청소부(掃大街的)
　

경비원    
환경미화원, 환경관리원

安全監理員
保潔員, 環衛員, 
城市美容師

ㄹ. 운전수(開車的） 기사님  司機, 駕駛員, 技師 
ㅁ. 밥하는 사람(做飯的) 요리사  大師傅, 廚師 

<표7> 한중 언어에서 직업 관련 완곡 표현 

<표7> (ㄱ)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이발쟁이’는 모두 ‘-사(師)’를 
붙여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장사꾼’, ‘이발쟁이’, ‘월급쟁이’는 한자어인 
‘상인, 사업가’, ‘이발사, 미용사’ 또는 외래어인 ‘비즈니스맨’, ‘헤어디자이
너’, ‘샐러리맨’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심부름꾼/구두닦이〈 종업원/
구두수선공〈 茶博士/皮具修理博士]의 순으로 격상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월급쟁이를 중국어에서는 신조어인 ‘上班族’(-族)으로 바꿔 부른다. 

(ㄴ)에서 보면 ‘딴따라’가 연예종사자에 대한 낮춤 표현이기 때문에 한자
어인 ‘연예인’으로 바꾸고 비전속인은 외래어인 ‘프리랜서’로 바꾸어 표현
한다.17) 보험모집인을 ‘보험설계사’, ‘생활설계사’로 표현하는데 자아 중심
적인 입장에서 타인 중심적인 입장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활
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설계하듯이 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중국어에서 보면 ‘賣保險的’(보험 파는 사람)에 비하여 ‘保險業務
員’(보험업무원)이 격상된 표현이라 하겠지만 한국어의 ‘-사’로 표현한 것

17) 영어의 의성어인 ‘tantara’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 소리는 영어에서 나팔이나 뿔나팔 소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화기 때 서양식 악기의 의성어인 ‘tantara’가 우리말로 정착하면서 ‘딴따
라’가 되었고, 그것이 연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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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도 차이  [-꾼/쟁이/이]〈 [-인]〈 [-원]〈 [-사]〈 [-님]

예
 [장사꾼/이발쟁이/구두닦이]〈 [연예인]〈 [환경미화원/경비원]〈   
 [미용사]〈 [기사님]

중국어
정도 차이  [-的]〈 [-者/人]〈 [-員]〈 [-博士/師傅]〈 [-師] 

예
 [做買賣的/剃頭的/修鞋的]〈 [自由職業者] [藝人]〈 [保險業務員/  
 保潔員]〈 [茶博士/鞋博士 大師傅]〈 [美容師/城市美容師]

에 비하면 지극히 의례적인 표현이다. 한국어의 ‘프리랜서’를 중국어에서
는 [自由+職業者/工作人]로 표현하여 고정된 직장이 없다는 부정적 이미
지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듯이 나타내고 있다. 

(ㄷ~ㅁ)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문지기와 청소부는 모두 ‘-원’(-員)을 
이용한 ‘경비원, 환경미화원’, ‘安全監理員, 環衛員’으로 바꿀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더 격상시켜 ‘城市美容師’라고도 부른다. 요리 관련 일을 하
는 사람은 한중 언어에서 모두 ‘-사’를 이용한 ‘요리사’, ‘廚師’로 표현하
는데, 또 다른 표현인 ‘大師傅’는 기술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표현한다. 한
국어에서 운전수를 [기사+님], 중국어에서는 ‘駕駛員, 技師’로 지칭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인’(연예인), ‘-원’(경비원), ‘-
사’(요리사), ‘-님’(기사님)이 많이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人’(自由工作
人), ‘-員’(安全監理員, 演員, 保潔員, 環衛員), ‘-博士’(茶博士, 皮具修理
博士), ‘-師’(城市美容師, 廚師, 技師)가 가장 많이 쓰인다. 격상의 정도에
도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8> 격상의 정도 차이

<표8>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차이점은 한국어에서 ‘-님’을 쓰고 
중국어에서는 ‘-者’, ‘-博士/師傅’를 사용하는 점이다. ‘청소부’(掃大街的)
는 한국어에서 ‘청소부-환경미화원’으로 표현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보다 
더 차원이 분명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掃大街的→ 淸潔工/環衛工人→ 保
潔員/環衛員→ 城市美容師]에서 볼 수 있듯이 낮춤 표현인 ‘-的’에서 의
례적인 표현인 ‘-工’, 조금 격상된 ‘-員’, 이보다 더 미화된 표현인 ‘-師’
로 표현한다. ‘이발쟁이’의 ‘쟁이’는 ‘剃頭匠’의 ‘匠’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인 기술인으로서 장인을 뜻한다. ‘剃頭的’에 비하면 ‘剃頭匠’은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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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현이고 ‘理髮師’(이발사)의 ‘師’는 더 격상된 표현이다. 한국에서 전
문직 뒤에는 ‘-사’자가 많이 붙는데 ‘天地君親師’(천지군친사)는 한중 전통
문화에서 높은 지위가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따라서 
‘-사’로 지칭하는 직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도 높
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위에서 보다시피 어떤 완곡 표현들은 시대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완곡성을 점차 잃어가고 그 대신 더욱 격상된 완곡 표현으로 교체된다. 이
러한 직업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지칭도 전문가처럼 들
리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완곡 표현의 가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특수 직업에 관련된 완곡 표현들이다. 어떤 관련된 활동 분야에 관해
서 정밀하게 기술하는 수단으로서 쓰이는 어휘를 ‘전문어’라고 한다. 이는 
전문 직종 구성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며 비전문가에게 자신들의 비밀
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구실을 한다. 전문어가 일상어와 접촉하게 될 경
우에 동의관계를 맺기도 한다. ‘은어’는 특정한 어떤 집단 안에서 서로 비
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특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보통어와 대립되는 말로
서 ‘변말’이라고도 한다.18)

한국의 은어로는 산삼채취인들의 은어가 상당히 많이 연구되었고 이 밖
에도 상인, 운수업자, 학생, 범법자(犯法者), 유흥업소 등의 은어가 조사되
어 있다. 산삼채취인의 은어는 백두산, 설악산, 소백산 등 고산지대에 걸
쳐 분포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상호 공통되는 어례(語例)는 극히 드물고 
대개 지역별로 발달된 것들이다. 은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여타집단에 
알려진 경우는 은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어 그 은어 자체의 사용이 
사라지거나 그 반대로 타 집단에까지 널리 사용되게 되어 보통어로 변하
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들은 각 집단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던 은어로 
알려져 왔던 것들이다.

18) ‘은어’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운명에 놓여 있거나 공통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떤 고립된 집단
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서 발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군인·체육인 등 주로 청년층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쓰이는 독특한 집단 언어,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특수하게 쓰이는 특수어(직장어)도 
‘은어’라고 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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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ㄱ. 채삼: 산삼→ 심/부리시리,  산삼 캐는 사람→ 심마니 
  ㄴ. 거지: 수갑→ 맹꽁이,  죽다→ 깨지다,  경찰서→ 쌔리깐
  ㄷ. 범죄: 거지→ 먹쟁이,  도둑놈→ 빵쟁이,  판사→ 죽쟁이
  ㄹ. 시장: 돈 많은 사람→ 자가용,  단속반이 나왔다→ 바람 분다
  ㅁ. 대학생: 추남추녀→ 민주주의,  F학점→ 권총 차다

(5ㄱ)은 산삼이나 산삼 캐는 사람들의 용어인데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보다는 근신하며 신성함을 표시하여 말을 삼가는 뜻에서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한다.19) 평북, 함남 방언인 ‘부리시리’는 듣기 좋은 어감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더 고찰해야 한다(김미형 2000:40). 은어로 사용되는 어휘는 대
개 그 집단 안에서 공동적으로 발달시킨 것이다.20)

(6) [중국어] 
 ㄱ. 범죄: 搶(빼앗다)→ 爬(기다), 販小孩(인신매매)→ 搬石頭(돌을 옮기다),
          偷(도둑질하다)→ 尋(찾다), 販女人(인신매매)→ 開條子(허락하다),
          強盜(강도)→ 撲風(바람 잡다), 警察(경찰)→ 雷子(폭죽),
          監獄/拘留所(감옥/구치소)→ 號(호)/班房(사무소)
 ㄴ. 직업: 장사(從商)→ 下海(바다로 가다)
 ㄷ. 방언: 東北(동북): 土匪(산적)→ 胡子(비적)
          北京/天津(북경/천진): 竊賊(도둑놈)→ 佛爺(부처님)
          湖南長沙(호남 장사): 米米(도박은어)→ 錢(돈)
          廣東(광동): 警察(경찰)→ 條子(쪽지)

중국어에서는 은어를 ‘黑話’라고 한다.21) (6ㄱ)은 민간에서 쓰이고 있는 

19) 산삼, 천문, 지리, 시령(時令), 신체, 인륜, 의복, 동물, 음식, 기구, 수목, 화소(禾蔬) 등 명사에 
관한 은어가 대부분이고 동사에 관한 은어는 극소수가 쓰일 뿐인데 이런 현상은 다른 부문의 은어에
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심마니들이 쓰는 은어도 일종의 금기어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어를 쓰면 산신에게 부정을 타게 되어 산삼을 캘 수 없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일반어의 사
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네이버 백과사전). 
20) 한국어 은어의 구성은 의태어, 의성어를 발달시켜 사용하는 것, 음절을 도치(倒置)시킨 것, 음운
을 첨가시킨 것, 경음과 격음(激音)을 이용한 것, 음절을 생략한 것, 비유를 이용한 것, 연상법(聯想
法)을 활용한 것, 외국어를 이용한 것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나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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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은어인데 강도는 ‘바람잡이’로, 빼앗는 것은 ‘기다’로 도둑질은 
‘찾다’로, 인신매매는 ‘허락하다’(여자)나 ‘돌을 옮기다’(어린이)로 표현한
다. ‘監獄’(감옥), ‘拘留所’(구치소)는 은어로 ‘班房’이라고 한다. 옛날 관아
의 하급 관리나 잡역부가 일하던 사무실의 뜻인 ‘班房’과 순번을 나타내는 
‘號’로 완곡하게 감옥을 지칭하기도 한다. (6ㄴ)의 ‘下海’는 표준어에서 쓰
이는 은어인데 본래 무희기녀(舞女/妓女)를 지칭했지만, 지금은 상업에 종
사함을 나타낸다. 

(6ㄷ)에서 보다시피 방언에 따른 은어를 보면 동북에서는 산적을 ‘胡子’
라고 하였고 북경, 천진에서는 도둑놈을 ‘佛爺’라고 부르며 장사(長沙)에서
는 돈을 ‘米米’라 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來米’라고 한다. 중국의 은어
도 생활의 의식주로부터 신체, 직업, 예절, 교제 등 면에서 쓰이는데 제2
언어 체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 그 원인은 금기와 피휘로 인한 
것과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회피목적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
외에도 일상생활, 인물, 신체 부위, 산적(土匪)과 관련된 은어들이 많은데 
특히 ‘搖滾圈’(rock’n’roll)에서 사용한 은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민간에서 유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특산인 산삼
과 관련된 은어가 상당히 풍부한데 방언에 따라 다른 것이 독특한 점이다.

4.1.2.2. 내포에 따른 어휘 변용

내포의 차이에 따른 유의관계로 맺어진 두 단어에서 한쪽이 갖는 내포
를 다른 쪽은 갖지 않는 경우인데, 전자가 중립적이라면 후자는 첨가된 뉘
앙스를 지닌다. 내포가 다른 유의어의 사용은 곧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본다. 

윤평현(2008:133)에 따르면 존비어, 정감어, 비속어 등은 그 속에 화자
의 감정이나 판단 가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내포에 의한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시 대상을 기존의 단어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
된 단어로 순화한 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22)

21) 중국어 은어 관련 예문은 ‘百度百科’를 참조함.
22)G. Leech는 어떤 언어 표현이 언급하는 것, 즉 지시하는 것(referent)에 의해 생성되는 전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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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어는 사회심리학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일련의 어휘들이 가지고 있
는 의미 요소의 일부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약화시켜 표현하거나 더 격상
시킨다. 언어활동에서 중립적인 표현 대신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
여 화자가 대화 상대나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적대감을 나타내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위악어라고 하고 이
러한 표현을 위악어법(dysphemism)이라고 한다(조희숙 2009:101).23)

임의의 유의어 그룹이 위악어로 분류된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위
악어를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어휘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악어와 완곡어는 동일한 ‘개념적 의미’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발
전시켜서 발생한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유의어 그룹에 완곡어로 분류되는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유의어 그룹 내에서 위악어에 비해 비교
적 완곡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어휘는 [유의어-기준어(중립어)]라고 할 
수 있다. [유의어-기준어]의 의미를 되도록 완화하여 표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완곡적인 표현의 유의어가 발생하였고 그 반대로 이를 
부각시켜 거칠게 표현하려는 의지 때문에 지속해서 위악어가 발생하는 것
이다. 

사회 통념적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 [유의어-기준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가치를 저하시켜 표현하려 하는 위악어는 특히 인간의 얼굴 구성 부분이
나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어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애인에 관하여 
완곡 표현을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쾌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호칭에서 직설
적인 화법을 피하여 그와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같은 
뜻을 나타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여 순화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전문
어로 바꾸거나 감정 표현을 객관성을 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관
점을 달리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가치를 내포적 의미라고 하였다. 池上嘉彥(1985:11-12)는 개념적 의미를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라고도 부른다고 하고, 의미를 개념적, 감정적, 문법적 의미로 구분했다. K.O.Erdmann도 
단어의 내용을 개념적 내용(der begrifflicher lngalt), 부차적 의미(Nebensinn), 감정적 가치 또는 
정서 내용(Gefühlswert, Stimmungsgehalt)으로 나눈다(홍사만 2008:22-26).
23)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을 말하고 ‘위악어’는 적대감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속어보다 화
자의 심리적 태도를 강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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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결함 관련
   ㄱ. [한] 병신: 장애인, 장애우
       [중] 殘廢: 殘障, 殘疾, 殘疾人士
   ㄴ. [한] 소경: 장님, 시각장애우
       [중] 瞎子: 盲人, 失明, 視覺障礙, 視力不好, 眼睛不好使
   ㄷ. [한] 귀머거리: 청각장애우
       [중] 聾子: 耳背, 重聽, 失聰, 耳朵不靈光, 聽覺障礙    
   ㄹ. [한] 바보: 지적 장애인, 정신박약자, 정신지체자
       [중] 傻子: 弱智, 低能, 智障
   ㅁ. [한] 대머리: 민머리            
       [중] 禿子: 謝頂, 歇頂, 聰明絕頂, 牛山濯濯

(7ㄱ~ㄹ)에서 보면 비하의 뜻이 있는 장애인들에 관한 표현을 같은 뜻의 
완곡어로 바꾸었다. 중국어 완곡 표현은 중립적 표현인 ‘障’이나 피동의 
의미가 있는 ‘失’을 써서 표현한다. 그리고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소극
적인 단어인 ‘背’(어둡다), ‘重’(심하다), ‘弱’(약하다), ‘低’(낮다)를 쓴다. 
‘殘廢’의 ‘廢’와 같이 회복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표현을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표현인 ‘-障’, ‘-疾’로 바꾸었는데, ‘殘廢’보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
리고 ‘殘疾’에 ‘人士’를 붙여 존경함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에서도 ‘장애’에 
‘우’를 붙여 보다 친근함을 나타낸다.

 (7ㅁ)의 ‘대머리’에 관하여 한국어에는 ‘민머리’ 또는 ‘머리숱 없는 사
람’으로 표현한다.24) 중국어에서는 원형인 ‘禿’(禿頂)라는 금기어와는 거리
가 먼 주변성원인 ‘謝-, 歇-’을 붙여 표현한다. 그리고 ‘絕頂’(절대적인 정
상)에서 기인한 ‘聰明絕頂’(대단히 총명하다)과 ‘산이 벌거벗다’는 뜻의 성
어에서 기인한 ‘牛山濯濯’으로 대머리를 완곡하게 비유한다. 일본어에서 
대머리이면 ‘머리에 福이 없는 사람’이라고 에둘러 표현한다. 

글을 표현하는 문체에서 보면 구어(口語)와 문어(文語)의 차이가 있는데 

24)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채팅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
한 김모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
정적 이미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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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악어(僞惡語) (나) 기준어 (다) 완곡어(委婉語)
[-효과] 일반효과      [+효과]

ㄱ. 염라대왕을 만나다
    見閻王/翹辮子

 죽다
 死

잠들다
安息/長眠

ㄴ. 멸종하다
    斷子絕孫 

 자손이 끊기다
 無子嗣

향불이 끊기다
斷香火

ㄷ. 아첨하다
    拍馬屁 

 손님을 초대하고 선물을   
 증정하다
 請客送禮 

감정투자/로비
感情投資

ㄹ. 음탕하다
    淫蕩/亂搞 

 불결
 不檢點  

풍류/낭만
風流/浪漫

ㅁ. 고자
    閹豎/太監(태감)

 환관
 宦官 

내시
執事/公公

ㅂ. 앞잡이
    狗腿子

 권력자의 조수
 權勢之人的幫手

심복
心腹

유의어에서도 구어와 문어의 내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위악어는 모두 구어
체인데 이러한 표현을 정중한 문어체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표9> 위악어와 완곡 표현 (한국어-중국어)

<표9>에서 보면 (나)의 지칭에 해당하는 중성어의 의미를 되도록 완화하
여 표현하려면 (다)와 같은 완곡 표현의 유의어가 발생하여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고, 그 반대로 거칠게 표현하려면 지속해서 (가)와 같은 위악
어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25)

4.1.2.3. 방언에 따른 어휘 변용

방언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존재인데 한 언어에서 지리적으로 형성된 

25) <표9>의 (ㅁ)에서 보면 중국에서 ‘宦官’(환관)은 그대로 거세돼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처
음에는 ‘寺人’으로 불렸다. ‘寺人’이라는 호칭은 거세한 남성이 사원(寺院)에서 도를 닦는 승려와 비
슷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太監’은 환관의 상사로 고급 환관을 말하는데 청나라에 와서 ‘太
監’과 환관이 동일해진다. 한국에서 ‘宦官’(환관)은 시대를 불문하고 남자의 성이 상실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내시’는 성상실과는 관련이 없는 관직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執事’(집
사), ‘公公’(공공)으로 환관을 지칭하는데 ‘執事’(집사)는 환관들이 하는 일을 확대하여 부각시키고 
‘公公’(공공)은 황제를 업고 교만하고 권세를 누렸던 그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太監’ 대신에 쓰
는 존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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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화자 집단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낱말을 사용할 때 
유의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언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표준어는 이
에 상응하는 수많은 방언의 무리와 유의관계를 맺게 된다. 

 (8) [한국어]
 ㄱ. 변소: 소맛간(충청), 서각(황해), 둑간(황해), 통시(강원/경남/제주), 
          정양간(함흥)
 ㄴ. 개장국(개고기): 보신탕/영양탕/사철탕(남한), 단고기(북한: 함흥)

 (9) [중국어]
 ㄱ. 豬舌: [舌(shé)≒折(shé)]
    四川省(사천성):豬招財, 江蘇省 蘇州(강소성 소주):門腔, 北京(북경):口條兒  

   ㄴ. 廣東省(광동성): [書/絲≒輸] 木魚書→ 月光贏,    絲瓜→ 勝瓜  
                   [黴≒莓]    草莓→ 士多啤梨    
 ㄷ. 湖南省(호남성): [腐≒虎]    腐乳→ 猫乳   
 ㄹ. 四川省(사천성), 북방 일부 지역: 廁所→ 東司, 茅房 

(8ㄱ)의 한국어에서는 변소를 방언에 따라서 달리 표현했는데 충청도에
서는 ‘소맛간’, 황해도에서는 ‘서각’(西閣), 강원, 경남, 제주도에서는 ‘통
시’, 함흥에서는 ‘정양간’이라고 한다. (8ㄴ)에서 보면 남한에서는 ‘개장국
(-醬-)’을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이라고 하고 함흥(북한)에서는 개고
기를 ‘단고기’라고 완곡하게 표현한다.26) 

(9ㄱ)에서 보다시피 ‘舌’(shé)은 ‘折本’(손해 보다)과 ‘折財’(재물을 손실
보다)의 ‘折’(shé)과 음이 같아서 중국 사천일대에서는 ‘豬舌’(돼지 혀)를 
‘豬招財’(재산을 불러오다)로 바꿔 부른다. 강소성 소주에서는 ‘門腔’, 북경
에서는 ‘口條兒’로 바꿔 부른다(沈錫倫 1995:146). 

(9ㄴ)을 보면 광동 일대에서는 도박이 매우 성행하여 ‘輸’(shū)(지다)의 
동음자인 ‘書’(shū)자와 ‘倒黴’(재수 없다)에서의 ‘黴’(méi)자를 꺼렸다고 

26) 보신탕은 원래 몸을 보하기 위해 먹는 탕을 일컫는 말이며, 굳이 개장국을 일컫지는 않았다. 
1984년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개장국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해서 판매를 금지했다.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이란 이름은 이때 혐오식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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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草莓’(cǎoméi)를 외래어인 ‘士多啤梨’로 바꾸어 부르고 추석 날 저
녁에 ‘木魚書’를 파는 사람이 ‘月光贏’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이유에서이
다(萬建軍 2001:355). 광동 방언에서 ‘絲’(sī)과 ‘輸’(shū)가 음이 같아서 
‘絲瓜’를 ‘勝瓜’로 고쳐 부른다. 

(9ㄷ)을 보면 호남 장사(長沙)에서는 ‘腐乳’의 ‘腐’(fǔ)자와 ‘虎’(hǔ)자가 
음이 비슷하여 호랑이와 비슷한 ‘猫’(고양이)를 붙여 ‘猫乳’라고 한다. (9
ㄹ)을 보면 중국 사천과 북방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을 ‘茅房’이라고 하
고 ‘潮州話’, ‘客家話’, ‘贛方言’, ‘吳方言’, ‘閩語’에서는 ‘廁所’를 ‘東司’라
고 한다. 그리고 방언지역에서 사용되던 ‘炒魷魚, 侃爺, 托兒, 花心, 吃軟
飯, 發燒友, 狗仔隊, 蛇頭’ 등 완곡 표현들이 표준어로 정착된 사례들을 
볼 수 있다.27) 이러한 방언은 주로 북경, 상해, 홍콩, 대만 등의 지역에서 
사용되던 생동감 있고 뛰어난 표현력과 구어 특색이 다분한 어휘들이다.

4.1.3. 차용어로 대신하는 어휘 변용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해야 할 단어가 필요할 때, 
즉 어떤 어휘 항목으로 묘사할 수 없는 잘 형성된 개념이 존재하여 어휘
적 공백(semantic gap)이 생길 때 새 말을 만드는 일을 단어 형성
(word-formation)이라 한다. 이때 보통 새로운 어근의 창조, 기존의 단어
나 형태소의 결합, 외국어 차용 등의 방법으로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 문체(style)나 격식(level of formality)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
가 존재하는데 고유어와 외래어가 공존하는 경우 문체나 격식에서 서로 
다른 층을 형성한다. 이때 언어 장면에 따른 언중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유어는 구어 또는 비격식체로 쓰이고 외래어는 문어 또는 
격식체로 쓰인다. 

국어의 유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와의 2중, 3중 구조
를 가진다(홍사만 2008:60). 

27) 炒魷魚(해고), 侃爺(허풍이 센 사람), 托兒(바람잡이), 花心(바람기가 있다), 吃軟飯(기둥서방), 發
燒友(마니아), 狗仔隊(파파라치), 蛇頭(밀입국 알선 조직의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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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고유어-한자어]                 오줌-小便, 작은 집-便所
     ㄴ. [고유어-한자어-한자어]          몸 풀다-출산(하다)-해산(하다) 

 ㄷ. [고유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   오줌 누다-小便보다   
 ㄹ. [고유어-외래어]                 입 맞추다-키스하다 
 ㅁ.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이슬/달거리-月經/經度/生理-멘스

(11) ㄱ. 술고래: 음주가(飮酒家),          우음마식(牛飮馬食)
     ㄴ. 도둑:  양상군자(梁上君子),       도공(盜公)

(10)에서 보다시피 몸과 배설에 관한 고유어가 한자어로, 고유어나 한자
어가 외래어로 대체된다. 한국어에는 많은 수량의 한자어가 존재하는데 일
반적으로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문어적 성질이 강하고 어기도 정중해서 언
어 교류에서 청자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
된 기초어휘는 고유어가 발달하여 많이 쓰이지만, (10)의 예와 같이 배설
물, 배설장소, 임신, 성(性)과 관련된 고유어들은 거의 한자어로 대체하여 
쓰이는 것이 완곡 표현의 특징이다. 

(11)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음주가’로 격상시
켜 표현하고 그런 행위는 성어 ‘우음마식’(牛飮馬食)으로 표현한다. 도둑을 
‘양상군자’(梁上君子), 도공(盜公)이라고 반어법으로 익살스럽게 높여 부르
기도 한다.28) 

이러한 글말(문언문)은 한자어 어휘를 이용한 완곡 표현으로서 직설적인 
고유어보다 훨씬 우아하게 들린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나 외래어를 차용하
면 원래의 의미나 어감을 직감하지 않고 표현하고 이해한다. 이는 일종의 
어감 희석(稀釋)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룡(2008)에서는 완곡 표현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직
접성의 정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순서라고 하였다.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가 더 완곡해 보이는 것은 그 뜻이 모국어보다 더 모호하고 
모국어처럼 그렇게 급소를 찌르지 않고 다른 연상도 쉽게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翟錄(2005:22)에 따르면 외래어를 사용하여 완곡하

28) ‘梁上君子’는 ≪後漢書·陳寔傳≫에서 나오는 말이다. 동한시기의 陳寔가 자기 집에 들어온 생계
형 도둑을 감화시킨 이야기인데 안 좋은 범죄 행위를 점잖고 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119 -

게 표현하는 것은 모국어가 그 대응 의미 및 관계된 각종 연상 함의가 인
간의 사상 관념 속에서 이미 뿌리 깊게 고정되어 있어 일단 언급했을 때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는 데 있다.  또한, 외래어가 어떤 언어 공동체 안에
서 사용될 때 얻게 되는 함의나 감정 색채가 모국어와 상응하는 어휘만큼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더 모호하거나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
기 때문에 외래어의 차용은 완곡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2)
                     [한]          영어        [중]

   ㄱ. 노처녀         올드미스     dld miss   單身女性, 單身熟女
   ㄴ. 독신           싱글         single      大齡青年, 單身貴族, 剩男剩女
   ㄷ. 바람둥이       플레이보이   playboy    花花公子 
   ㄹ. 풍만하다       글래머       glamour    魅力
   ㅁ. 야하다         섹시하다     sexy        性感
   ㅂ. 부도덕한 사건  스캔들       scandal    ‘-門’(醜聞)

(12)는 중국어 그대로 쓰이는 단어들이 한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차용하여 
쓰이는 예들이다. 한국어의 ‘독신-싱글’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예전에는 
‘大齡青年’을 썼지만, 지금은 격상하여 ‘귀족’을 붙여 ‘單身貴族’라고 하거
나 독신의 심경을 반영하는 ‘剩男剩女’도 사용하고 있다. ‘스캔들’의 경우
는 중국에서는 직설적인 ‘醜聞’(추문)을 피하여 ‘-門’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다. ‘바람둥이’를 나타내는 ‘花花公子’는 직설적으로 ‘紈絝子弟’라고 하는
데 오늘날에는 ‘플레이보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29) 

(13)   [한]           영어                             [중]
   ㄱ. 더치페이      (Dutch pay)Acting Appointment   AA制

29) ‘花花’는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이고, ‘公子’는 옛날, 제후(諸侯)의 아들을 지칭한다. 오늘날에는 
관료(官僚)의 아들(兒子)이나 혹은 자신과 친한 사람의 자제(子弟)를 높여서 부를 때 쓰인다. ‘紈絝子
弟’는 부유하거나 권세(權勢)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사치스럽고 안일하게 날들을 보내며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자제(子弟)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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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서바이벌      (survival) Player Killer            PK 
   ㄷ. 히스테리      hysteria                          歇斯底裏
   ㄹ.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          丁克族
   ㅁ. 워킹푸어      Working poor                    窮忙族

(13ㄱ)의 더치페이(Dutch pay)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인데 중국어
에서 줄임말 ‘AA制’(상호 간의 약속)로 대응된다.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아
직도 초대, 접대의 의지가 강해 자기가 내려고 하지만 젊은 층은 ‘AA제’
를 선호한다.30) 

(13ㄴ)의 서바이벌(survival)은 ‘살아남음, 생존, 잔존’이란 뜻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인데 중국어에서는 ‘Player Killer’의 줄임말인 
‘PK’를 쓴다. 원래 게임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중국어에서 차용하여 ‘공격
하다, 서로 다투다, 싸우다, 탈락하다’의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13ㄷ)은 한중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음역하여 쓰이는 것이고, 
(13ㄹ)의 ‘딩크족’(Dink)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어로 중국어
에서도 ‘丁克族’으로 나타난다.31)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음역+族]의 형식으로 새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
을 완곡하게 지칭한다. (13ㅁ)을 보면 풀타임으로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을 한국에서는 ‘워킹푸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보
람이 없이 바쁘기만 하다는 뜻의 ‘窮忙族’(먹고 살기에 바쁘다)이라고 한
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거대한 조직 내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주체성 
없는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좀비족’(zombie+족), ‘한 달 월
급을 모두 소비해 버리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계층인 ‘월광족’(月光+족)이 
전형적인 예이다.32)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외래어 그대로 음

30) 더치페이. ‘Acting Appointment’를 줄임말이다. ‘갈라내기’는 ‘각자내기’ 혹은 ‘각출’을 뜻하는 
여수지방의 말로 요즘말로 흔히 말하는 ‘Dutch pay’(더치페이)와 같은 뜻이다. ‘더치트리트’(Dutch 
treat)에서 유래한 말이다. 더치(Dutch)란 ‘네덜란드의’ 또는 ‘네덜란드 사람’을, 트리트(treat)는 ‘한
턱내기’ 또는 ‘대접’을 뜻한다. ‘더치트리트’는 다른 사람에게 한턱을 내거나 대접하는 네덜란드인의 
관습이었다. 영국인들은 ‘대접하다’라는 의미의 ‘트리트’(treat)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의 ‘페이’(pay)
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따라서 ‘더치페이’라는 말은 함께 식사를 한 뒤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한 비
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31)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현세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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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여 차용하는 대신 중국어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어로 표현한다.

(14)
                             [한]           영어                [중]

   ㄱ. 정신노동자             화이트칼라   white collar worker   白領
   ㄴ. 육체노동자             블루칼라     blue collar worker    藍領
   ㄷ. 기술 서비스 노동자     그레이칼라   gray collar worker    灰領 
   ㄹ. 환경과 생태 관련 직업  그린칼라     green collar worker   綠領
   ㅁ. 여성 직종 근로자       핑크칼라     pink collar worker    粉領

(14)에서 보다시피 정신적, 지적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
(白領)라고 하고,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블루칼라’(藍領)라고 한다. 사
무 노동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와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블루칼라의 중간 
성격을 지닌 노동자를 ‘그레이칼라’(灰領)라고 하고 환경, 생태와 관련된 
농업, 축산, 조경,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린칼라’(綠領)이라고 한
다.33) 간호사, 비서, 유치원 교사 등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핑크칼라’
(粉領)라고 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외래어를 사용하
는 것은 ‘언어의 은폐화’라는 제일 큰 장점이 있다.

李國南(2002:210)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가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 비해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
하지 않고 특히 영어와 비교한다면 현대 중국어의 외래어는 매우 적은 편
이라고 하였다. 현대 중국어는 비교적 폐쇄(閉鎖)적인 언어로 외래어를 사
용한 완곡 표현은 지식인이나 대학생 계층에서 보이는 제한적인 현상이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오히려 사자성어 등의 글말(문언문) 어휘를 이용한 완

32) ‘좀비족’은 현대의 관료화된 사회조직에서 요령과 처세술만 터득하여 모든 일에 무사히 지내려
는 소극적인 사원을 가리키며 최근에는 대기업의 관료화 현상에 비유되는 경영용어로 사용하기도 한
다. ‘버블족’은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 현상을 보이던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대학생활을 했거나 
직장인 가운데 기업 조직이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
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중국에서는 부모에게 매달린다
는 뜻의 ‘啃老族’라고 한다.
33) 자동화 시스템의 감시원, 컴퓨터의 오퍼레이터 등이 ‘그레이칼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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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표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언어에서 고어(古語)는 현대어보
다 우아한 느낌을 주는 듯하며 특수한 의식 용어나 고상함을 요구하는 서
술 또는 시어(詩語)에 상당량의 고어 및 의고체(擬古體) 표기가 사용된다. 
현대 중국어 역시 종교, 전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소수민족의 언어나 
인접 국가 언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수요로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외래어를 
사용한 완곡 표현도 점차 더 넓은 계층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어의 생산은 사회의 발전과 사물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의어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곧 언
어 발달의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다. 한중 언어에서 하나의 단어가 차용어
를 포함한 적지 않은 유의어를 갖고 있어 완곡 표현과 관련된 어휘는 매
우 풍부하다. 이들 사이의 ‘동중유이’(同中有異)의 미세한 차이는 언어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말해 준다. 정확한 유의어의 사용은 복잡한 사상, 감정
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언어의 표현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4.2. 반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를 반의관
계(antonymy)라고 하고,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를 반의어(antonym)라고 
하며 이러한 반의관계를 가지는 성질을 반의성이라고 한다.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이며, 두 단
어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매개변수
(parameter)가 다름으로 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반의어는 동질성 
속에서 서로를 차별화하는 이질성이 있으므로 해서 성립된다. 따라서 반의 
관계의 성립 조건으로 첫째로 동일한 의미영역(의미의 공통성에 따라서 나
눈 한 부류의 어휘)이라는 동질성의 조건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대조적 
배타성(서로가 대립되는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반의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윤평현 2008: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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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상보 반의어
(complementary 

antonym)

등급 반의어
(gradable 
antonym)

관계 반의어
(relative antonym)

특
징

양분적 대립 관계이
고 배타적인 영역을 
가짐. 한 단어의 긍
정적인 면이 다른 
단어의 부정적인 면
을 함의함.

두 단어 사이에 등
급성이 있음.
중간 상태가 있기
에 한쪽을 부정하
면 다른 한쪽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님.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
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역의관계
(converse)
서로 대체 
가능함.

역행관계
(reverse)
서로 다른 
방 향 으 로 
이동함.

대척관계
(antipodal)
두 단어가
방향의 양쪽 
끝을 나타냄.

예 살다-죽다 
성공하다-실패하다

늙다-젊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스승-제자
때리다-
맞다

오르다-
내리다
채우다-
비우다

천재-바보
요람-무덤

<표10> 반의어의 유형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 표현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언어적 현상을 
동의성(synonymy)이라고 한다. 동의성은 단어나 구, 문장과 같은 언어 표
현의 여러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현 형식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는 
것은 개념적 의미의 동일성을 뜻한다. 환언(paraphrase)에 의한 언어 표
현은 대부분 동의관계에 있다. 환언이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34) 위에서의 ‘다른 말’, ‘다른 형태’에는 서로 반의관계에 있는 어휘
소나 부정 형식을 포함한다. 

반의관계로 형성된 완곡어는 금기어와 동일한 개념적 의미로 해석되고 
언중의 전통적인 인정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동의성이 성립되는 것이
다.35) 금기어와 완곡어는 어떤 때에는 서로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

34) ‘parapbrase’는 다른 말로 말한다는 뜻의 ‘parapbrasi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수사학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한국어 술어로는 ‘의역’(意譯), ‘부연’(敷衍), ‘석의’(釋義), ‘환언’(換言), ‘풀이’ 등이 혼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윤평현 2008:427).
35) 이승명(1978:157-163)의 동의어 설정 기준에 따르면 우선 최소한 기본의미(Central meaning)
는 같아야 하고 다음으로 양쪽의 단어를 동의어로 보자면 오랜 인습에서 오는 언중의 동의어를 인정
하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동의어의 설정에는 언중의 전통적인 인정의 바탕
이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임지룡(1992:137)에서는 전형적인 동의 관계(typical 
synonymity)는 개념의미, 연상의미, 주제의미가 동일하며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동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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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금기어라고 하면 그와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의미
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상반되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보다 표현에서 원형인 
금기어와 주변 구성 성원인 완곡어와의 거리를 두어 듣기 좋고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완곡어의 구성 요소에는 주로 <표10>의 상보 반의
어, 등급 반의어가 포함된다. 반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은 하나는 반의관
계에 따른 어휘 변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표현에 의한 어휘 변용이다.

4.2.1. 반의관계에 따른 어휘 변용

반의 관계에 따른 어휘 변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 장례 관련
   ㄱ. [중]    壽材(수재), 壽器(수기), 長生板(장생판), 長生木(장생목)
   ㄴ. [한][중] 壽衣(수의), 壽堂(수당), 壽塚(수총), 壽藏(수장), 壽穴(수혈)
   ㄷ. [한][중] 吉地(길지) 
       [중]    吉阡(길천)

(15ㄱ)에서 보다시피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의 상보 반의어
인 ‘壽’, ‘生’을 사용한 ‘수재’(壽材), ‘수기’(壽器), ‘장생판’(長生板), ‘장생
목’(長生木) 등 완곡어를 사용한다.36) 

(15ㄴ)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것은 죽은 이가 입
는 옷인 ‘壽衣’(수의)이다. ‘壽堂’(수당)은 ‘살아 있는 동안 마련해 둔 무덤’
의 뜻이고 ‘壽塚’(수총), ‘壽藏’(수장), ‘壽穴’(수혈)로도 쓰인다. 중국어에서 
‘壽堂’은 ‘출빈 전에 영구를 잠시 모시는 곳’으로도 쓰인다. 

(15ㄷ)에서 보면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장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길하다는 ‘길’(吉)을 써서 ‘길지’(吉地)로 표현하는데 중국에서는 ‘吉阡’으
로도 지칭한다.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것은 ‘흉’(凶)과 관련되지만 상보 반

말한다. 이것은 동의어가 거의 모든 발화자에 의한 용인 가능성을 지녀야 하고 거의 모든 화맥에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36) 中國古代以祭祀爲吉禮，故稱祭器爲吉器。(중국 고대에 제사를 ‘吉禮’라 하였기 때문에 제사에 
쓰는 그릇을 ‘吉器’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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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인 ‘吉’(길)을 사용한다. ‘壽’(수), ‘長’(장), ‘吉’(길) 등의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길상어(吉祥語)로 불길하고 두려운 금기어를 대체한다.  

(16) ㄱ. [중] 
    ① 太平門(비상구), 太平梯(비상계단), 太平缸(방화용물독),太平龍頭(방화전)
    ② 영안실: 太平間, 往生室,  ③ 감옥: 福舍, 福堂,  ④ 천연두: 見喜
    ㄴ. [중] 화장실: 行清      
        [한][중] 화장실: 정랑-淨廊, 정방-淨房, 동정-東淨, 서정-西淨

(16ㄱ①)을 보면 중국에서는 건물에 있는 비상구(非常口)를 ‘太平門’이라
고 표기한다. 비상구는 원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문인데 재난과 
관련되는 단어 대신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의 긍정적인 단어인 ‘太平’(태
평)을 사용한다. ‘太平’은 ‘太平梯’, ‘太平缸’, ‘太平龍頭’에서도 같은 뜻으
로 쓰인다. (16ㄱ②)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시체를 모시는 방을 나타내는 
직설적인 표현인 ‘停屍房’, ‘陳屍所’를 피하여 완곡어인 ‘太平間’, ‘往生室’
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안실’이라고 한다. ‘往生室’에서 ‘生’은 죽을  
‘死’(사)의 상보 반의어이다.37) 이러한 단어는 [停屍房/陳屍所〈 太平間〈 
往生室]처럼 완곡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완곡어인 ‘太平間’이 완곡성을 상
실하여 금기어가 되고 나중에 그 대신 ‘往生室’이 쓰인다면 이는 완곡어의 
가변성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안치실’보다 영
혼이 편히 쉬는 방을 뜻하는 ‘영안실’(靈安室), ‘영현실’(靈顯室)이 더 완곡
한 표현이다. (16ㄱ③, ④)에서 ‘監獄’은 완곡하게 ‘福舍’, ‘福堂’이라고 하
여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화(禍)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福)을 누리는 
것이라고 미화하여 표현한다. 급성전염병인 천연두를 기피하여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의 ‘見喜’를 사용한다. 이러한 예에서 중국 사람들의 강한 ‘避
凶求吉’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37) “台灣民眾把‘去世’叫作‘往生’，以表示對死者的尊重。”에서 보다시피 대만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돌아갔다’를 ‘往生’이라고 하여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지금은 중국 대륙에서도 이 단
어를 상용한다. 예를 들면 ‘大愛禮儀獲中醫一附院的信賴與托付，一掃傳統太平間陰森冰冷的形象，將
中醫一附院太平間整建爲首座溫馨明亮的往生室。’에서 영안실을 뜻하는 ‘太平間’은 어두침침하고 춥
고, ‘往生室’는 밝고 따뜻하다고 표현한다(百度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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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ㄴ)의 예는 더러운 곳을 깨끗한 곳으로 미화한 화장실의 명칭이다. 
중국 고대한어에서 ‘厠所’를 ‘行清’이라고 한 것은 더러운 곳은 깨끗하게 
하여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8) ‘정랑’(淨廊), ‘정방’
(淨房)은 절에서 쓰는 화장실 이름인데 깨끗한 데를 가리키는 말로 부처의 
세계와도 통한다는 심오한 뜻이 있으며 그런 곳일수록 맑아야 한다는 의
도가 있다. 밝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해 뜨는 방향에 지어놓고 
동쪽에 있으면 ‘동정’(東淨), 서쪽에 있으면 ‘서정’(西淨)이라고 하는데 한
중 두 나라에서 모두 사용한다.

(17) 방언 [중]
   ㄱ. 北京(북경): 煮破, 煮碎(삶아 터지다)→ 掙了(벌다)
   ㄴ. ① 四川(사천): 豬舌→ 豬招財 
       ② 廣州(광주): 豬舌→ 豬口賺, 豬利錢             
       ③ 湖北(호북): 豬舌→ 賺頭  
   ㄷ. 湖北(호북-동정호북부): 紅醋/白醋(초)→ 歡喜(기쁘다) 
   ㄹ. 河南, 山東(하남, 산동): 沒了(없어지다)→ 滿了(차다)
   ㅁ. 廣東(광동): 木魚書(輸)→ 月光贏,    絲瓜(輸)→ 勝瓜(수세미외)
                 空屋(빈집)→ 吉屋(길옥)

(17ㄱ, ㄴ)을 보면 북경사람들은 설 전날 만두를 삶을 때 터지면 ‘煮破’, 
‘煮碎’ 대신에 ‘煮掙了’라고 표현한다. 돈을 번다는 뜻의 ‘掙’이 손해 본다
는 뜻의 ‘破’(파산)를 대체하는 것이다. ‘豬舌’의 ‘舌’과 손해 보다는 뜻의 
‘折’이 동음자여서 상보 반의어인 ‘招財’(재운을 불러오다), ‘賺’(벌다), ‘利
錢’(이자), ‘賺頭’(이윤)로 표현한다. 

(17ㄷ, ㄹ)에서 보면 호북성의 동정호 북부지역에서 ‘醋’와 ‘愁’(근심하
다)는 음이 비슷하여 ‘紅醋’, ‘白醋’를 ‘愁’의 반의어인 ‘歡喜’(기뻐하다)로 
바꾸어 표현한다. 하남, 산동 사람들은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면 ‘滿
了’(차다)를 쓰고 ‘沒了’(없다)를 쓰지 않는다. 

38) 漢代劉熙≪釋名·釋宮室≫記載:“言至穢之處宜常修治使清潔也”。“廁所”之所以稱爲“行清”正是因爲
其髒，要經常進行掃洗使之保持清潔(李國南 2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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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ㅁ)을 보면 광동 일대에서는 ‘輸’(지다)자의 동음자인 ‘書’(책)를 꺼려 
추석 날 저녁에 ‘木魚書’를 파는 사람은 ‘月光贏’이라고 불렀다. 광동 방언
에서 ‘絲’와 ‘輸’가 음이 같아서 ‘絲瓜’를 ‘勝瓜’로 고쳐 부른다. 모두 ‘輸’
(지다)의 상보 반의어인 ‘贏/勝’(이기다)을 활용한 완곡 표현이다. 광동 지
역에서는 빈집(空屋)을 세놓을 때 ‘空屋出租’ 대신에 ‘吉屋出租’라는 단어
를 쓴다. 광동어로 ‘空’은 ‘凶’과 발음이 비슷하여 글자 그대로 읽으면 ‘흉
가를 세놓다’라는 뜻을 연상하기 때문에 ‘凶’(흉)의 상보 반의어 ‘吉’(길)을 
사용하는 것이다(王新華 2004:130-131). 

4.2.2. 부정의 형식에 따른 어휘 변용

동일한 뜻을 하나는 긍정의 형식으로 하나는 부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데 양자는 유의관계이다. 홍사만(2007:84)에 따르면 유의어의 부정형은 반
의어가 아니 때문에 부정 개념의 대립은 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
어에 따라, 또는 어휘에 따라 부정 개념이 반의 개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 개념은 한편으로 반대 개념과 유사한 논리 관계를 가졌지만, 한 쪽
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곱다’의 부정인 ‘곱지 않다’는 ‘곱
다’를 함의하지 않고 ‘곱지 않다’는 그 자체가 된다. ‘곱다’의 반의어인 ‘밉
다’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긍정 표현인 ‘곱다’의 부정 형식
인 ‘곱지 않다’를 사용한다. ‘곱지 않다’는 ‘어떤 면에서 밉다’, ‘모든 면에
서 미운 것은 아니다’의 뜻으로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형식이어서 상
대방을 배려하는 완곡 표현이 된다. 즉 [A: 밉다→ B: 곱지 않다(어떤 면
에서 밉다/모든 면에서 미운 것은 아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단
어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39) 

39) 부정 개념이 반의 개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G. Leech(1974:116-117)는 부정에 관련되는 
대립 관계로 역대립(inverse opposition)을 제시하였다. 그 대응 예로 ‘all’(모든), ‘some’(어떤)이 있
는데 각 항목의 부정형은 상보적 영역을 점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는 
해안선이 없다.’와 ‘모든 나라에 해안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동의임을 보여준다(홍사만 20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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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긍정⟺부정]   
                    [한]                       [중]                 

   ㄱ. 아프다      안색이 안 좋다, 좋지 않다,   氣色不好, 不大好, 不舒服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不安, 不佳, 不康, 不快, 不適 
                                              欠安, 欠佳, 違和     
   ㄴ. 심한 증상   일어나지 못하다             臥床不起            

(18ㄱ)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부정사 ‘안’을 사용하거나, ‘안’, ‘못’이 ‘하
다’와 결합한 복합어인 ‘않다’, ‘못하다’를 보조용언으로 하여 긍정을 부정
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때 긍정문의 문말어미를 ‘-지’로 바꾸는 절차가 필
요하다. 중국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 ‘不’(불), 동사 ‘欠’(부족
하다, 모자라다), ‘違’(어기다, 위반하다)를 사용한다. 한국어의 ‘않다’, ‘못
하다’나 중국어의 ‘不’보다 ‘欠’, ‘違’가 몸이 아프다는 뜻을 더 가볍게 표
현한다. (18ㄴ)에서 보면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지 못하다’(臥床不起)로 병의 증상이 심해짐을 나타내기도 한다.

4.3.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

어휘의 의미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
장(semantic field)이라 한다. 장이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Trier(1931)
에 의하면 한 언어의 어휘체계 속에서 모든 단어의 의미는 그 어휘체계 
속의 다른 단어들의 의미에 의지하여 정의될 수 있다. 한 단어의 주위에는 
그 단어와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의 내적 관계를 
개념장이라 하고 이들의 외적인 구체적 구현을 어휘장이라고 한다. 동일한 
영역을 갖는 개념장과 어휘장은 계층적(hierarchical) 성격을 가지게 되는
데 그것은 각 장이 단계적으로 독립된 부분장(sub-field)을 이루는 것이
다. 이러한 계층적 어휘구조는 의미의 상하관계(hyponymy)를 나타낸다. 
상하관계(hyponymy)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쪽이 의
미상 다른 쪽을 포섭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H.Jackson 
1988:65). 의미의 포섭(inclusion)관계를 ‘장소 포섭’, ‘부분-전체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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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 포섭’ 관계로 나눈다(G.A.Miller & P.N.Johnson-Laird 1976:240). 

 ① 장소 포섭관계(locative inclusion)는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V와 W라고 할 때 ‘V는 W 안에 있다.’로 표현한다. 

 ② 부분-전체 포섭관계(part-whole inclusion)는 구성요소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V는 W를 갖는다.’로 나타난다.

 ③ 부류 포섭관계(class inclusion)는 ‘V는 W이다.’로 나타난다.

  J. Lyons(1968:453)는 ③부류 포섭관계(class inclusion)를 모든 언어에
서 가장 흔한 관계라고 보아 상하관계라고 하였다. 상하관계에서는 더 특
수한 의미를 지닌 어휘소가 더 일반적인 어휘소에 포함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어휘소를 상위어(superordinate term; hyperonym)라고 
하고 특수한 어휘를 하위어(subordinate; hyponym)라고 하며, 어떤 하위
어와 동위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을 ‘공-하위어’(co-hyponyms)라고 한다.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하위어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는 상위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데, 상위어는 외연이 넓고 하위어에 비하여 뜻이 모호
하고 추상적이다. 장이론(場理論, field theory)에서는 상위어와 하위어를 
각기 전체장과 부분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Trier(1931)는 계열관계에 바탕을 두고 어휘체계의 분석을 시도하여 그
의 이론을 계열적 장이론이라고 하는데 Porzig(1934)는 Trier(1931)의 장
이 순수하게 언어적 의미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통
합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여 통합적 
장이론을 제시하였다. Porzig(1934)의 장이론은 단어 상호 간의 통합 관계
를 바탕으로 한다. 어떤 단어와 그것과 통사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고 그럼으로써 두 단어는 의미상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를 본질적 의미 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기본적 의미장’이라고 하였다. 본
질적 의미관계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은 연어적이라고 하여 연어
(collocation)와 포용(encapsulation)의 개념으로 통합적 장이론을 설명한
다. 그는 또한 ‘기본적 의미장’ 이론을 바탕으로 은유의 원리를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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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완곡 표현의 어휘 변용과 관련된 이론은 Trier의 계열적 장이론과 
Porzig의 통합적 장이론이 포함된다.41)

윤평현(2008:263-268)에 따르면 모호성(模糊性, vagueness)이란 의미하
는 바가 명료하지 않아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언어적 현
상을 말한다. 언어가 가지는 모호성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지시적 모호성: 단어의 의미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명료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의미의 불확정성: 단어 또는 의미 자체가 아주 막연하여 의미를 쉽게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③ 의미의 구체성의 선언: 선언적 표현은 결합된 둘 이상의 명제 가운데 하나  

     가 실현될 때 참이 되지만 우리는 그 명제들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 것을 예  
     측한다.

④ 정보 부족의 모호성: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  
     보가 없는 경우이다.

⑤ 의미의 구체성 결여: 일반적으로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  
     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모호성을 갖는 경우이다.

陳望道(1979:139)는 구어체에서 피휘는 대부분 모호한 단어로 원래의 
단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금기어는 의미가 확실하고 자극적
이어서 의미가 모호한 단어로 교체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의미의 확대 
또는 약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완곡 표현의 모호성에 관련하여 유평현
(2008)의 모호성 분류에서 [①+⑤]를 포함한 네 가지 모호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42)

40) 예를 들어 ‘춤추다’는 ‘아이’를, ‘출렁이다’는 ‘물결’을 함의하는데 이 두 의미관계가 교차된 ‘물
결이 춤춘다.’라는 표현도 성립한다. 이와 같은 은유는 의미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은유는 한 의미장을 이루는 두 단어가 본질적 의미관계를 이탈하여 만들어지며 본질적 의미관계
에 있는 두 단어 사이의 강한 결속이 해체되고 대신에 다른 단어와 또 다른 결합을 함으로써 기본
적 의미관계의 이탈이지만 그 결과 의미적. 문체적 효과를 낳는다. 그는 이러한 전이표현과 같이 두 
개의 의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표현을 낳는 것을 은유라고 하였다. 
41) Trier의 계열적 장이론과 Porzig의 통합적 장이론은 홍사만(2008:73-89)에서 재인용함.
42) 완곡 표현의 모호성 분류에서 ①과 ⑤는 단어의 의미가 확실한 것이 공통점이고 명료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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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시적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은 단어의 의미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명료성을 갖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모호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완곡어는 정확한 지칭(確指)을 대체하여 그 특징
을 약화시켜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다.

1) 지점과 관련된 지시적 모호성은 ‘장소 포섭관계’의 계층구조와 관련
된 완곡 표현이다.

                    
 (19) [지점]
                   [한]                 [중]
  ㄱ. 죽음      고택골로 가다,        八寶山火葬場-八寶山,
               북망산으로 가다       刑場(형장)-東市(동시)       
  ㄴ. 화장실    동시, 서각, 뒤뜰      東司, 西閣, 舍後
  ㄷ. 사창가    홍등가, 유흥가        紅燈區

(19ㄱ)의 한국어에서 보면 ‘고택골로 가다’에서 ‘고택골’은 지금의 서울
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해당하는 마을의 옛 이름인데 공동묘지가 있었고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낙양시 북쪽에 있는데 귀인, 명사(名士) 등의 무덤
이 많았다. 이처럼 ‘고택골’, ‘북망산’은 무덤과 연관되어 ‘고택골로 가다’, 
‘북망산으로 가다’는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八寶
山’은 명확한 산의 명칭인데 그곳에 있는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八寶山火葬場’의 연관성으로 완곡하게 죽음을 나타낸다. 옛날에 중국에서
는 사형장을 좀 덜 자극적인 표현인 ‘東市’(동시)라고 하고 형장에 갇혔다
는 것을 ‘임형동시’(臨刑東市)라고 하였다.43) 사람들은 형장(刑場)이라는 
무서운 사형 집행 장소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려 완곡어를 사용한 것이

하거나 설명 이 부족한  것을 모호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부류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 고대 장안의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 ‘東市’(동시)에 있어서 이런 별칭이 내려온 것인데 이는 사물
이 있었던 곳으로 그 사물의 이름을 대체한 것이다(林倫倫 199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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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명확한 지점과 지명으로 모호하게 죽음을 나타내게 된다. (19
ㄴ)에서 보다시피 중국에서는 화장실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하여 
‘東司’, ‘東厠’, 서쪽에 있어야 한다고 ‘西閣’, 집 뒤에 있다고 하여 ‘舍後’
라고 하였는데 ‘東司’, ‘西閣’은 한국에서도 사용되었다.44) 방위를 나타내
는 ‘동, 서, 후’는 명확하지만 지칭하는 내용은 화장실인 것이다. (19ㄷ)의 
‘紅燈區’(홍등가)는 밤업소를 말하는데 원래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창가였
으나 지금은 넓은 의미로 유흥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2) A 의미장의 명확한 지칭(確指)이 B 의미장에 와서는 지시적 모호성
을 나타내어 완곡 표현이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Porzig의 통합적 장이론
에서 전이표현과 같이 두 개의 의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표현을 
낳는 것을 은유로 보는 것과 같다.

(20) ㄱ. [한] 영웅의 죽음: 산화(散華)    
     ㄴ. [중] 실업: 炒魷魚(오징어를 볶다), 卷鋪蓋(이부자리를 말다)         
             성희롱: 吃豆腐(두부를 먹다)
        
(20ㄱ)에서 보면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쓰이는 ‘산화’(散華)는 원

래 불교에서 꽃을 뿌리며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 뜻이 은유
적으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젊은 사람이 전쟁터 등에서 안타깝게 죽는 것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45) 

(20ㄴ)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해고를 당하면 이부자리를 둘둘 말아야 하
는데 그것을 표현한 ‘卷鋪蓋’와 그것을 비유한 표현인 ‘炒魷魚’(이부자리를 
마는 것이 오징어를 볶을 때의 모양새와 비슷하다)로 표현한다. 그리고 직
접 거론하기 꺼리는 성희롱은 식사와 관련된 ‘吃豆腐’(두부를 먹다)로 표
현하기도 한다. 

                        

44) ‘東司는 한국에서는 절의 뒷간. 승방의 동쪽에 있었던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45) 일본의 쇼와(昭和)시대에 ‘산화’(散花)라는 말과 함께 정치적 도구로 벚꽃처럼 화려하게 죽는 것
을 미화하기 위하여 ‘산화’(散華)라는 용어를 만들어 장병들에게 세뇌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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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                  [중]
 ㄱ. 화목하지 않다   금슬이 좋지 않다,      琴瑟不和, 琴瑟不調，
                                           琴瑟失調
 ㄴ. 정부(情婦)      별실, 소실, 별가        別室, 小室, 偏房, 二房, 二奶, 
                                           第三者, 金絲鳥        
 ㄷ. 혼외정사        외도하다               出軌, 暗度陳倉, 偷雞摸狗

(21ㄱ)의 ‘琴瑟’은 원래 거문고와 비파를 말하는데 거문고와 비파가 서
로 잘 어울리는 모양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금슬지락’(琴瑟之樂), ‘금슬상화’
(琴瑟相和)라고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중국어로 ‘琴瑟不和’, 
‘琴瑟不調’, ‘琴瑟失調’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금슬이 좋지 않다’라고 표
현한다. 보다시피 ‘琴瑟’은 음악과 관련된 기본적 의미관계에서 이탈하여 
추상적인 부부관계를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ㄴ)을 보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다른 방에 첩을 둔다는 의미로 ‘-실’(-
室), ‘-가’(-家)를 사용하였다. 중국어에서는 기혼 남성이 애인을 두면 다
른 방에 첩을 둔다는 의미의 ‘-室’(실), ‘-房’(방), 순서로 둘째 또는 제삼
자라는 뜻의 ‘二房’, ‘二奶’, ‘第三者’, 새장에 갇혀 있는 ‘金絲鳥’로 대체
한다.46) 이는 건축, 숫자, 법률, 조류와 관련된 의미장에서 특정인을 지칭
하는 의미장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21ㄷ)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에서 
‘외도’(外道)는 불교에서 기원했는데 지금은 ‘가던 길에서 벗어남’, 즉 일탈
을 가리킨다.47) 중국어에서 ‘出軌’는 본래 기차 또는 유궤 전차 등이 궤도
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성어인 ‘明修棧道, 暗度陳倉’에서 유래한 
‘暗度陳倉’은 군사 관련 의미장에서, 성어 ‘偷雞摸狗’는 도둑과 관련된 의
미장에서 혼외정사를 지칭하는 의미장으로 바뀐다.48) ‘外’, ‘出’, ‘暗’, ‘偷’

46) ‘第三者’는 원래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라는 법률
용어다.
47) 불교에서 불교를 ‘내도’(內道)라고 하고 불교 이외의 것을 말하는 ‘외도’(外道)라고 하였다.
48) 진창은 지금의 섬서성 보계현(陝西省寶鷄縣)으로 진촉(秦蜀)의 접경지대이면서 한위(漢魏) 이래 
군사적인 요충지로 유명하다. ‘明修棧道，暗度陳倉’은 중국 고대 전쟁사에서 이름난 대첩이다. ‘偷雞
摸狗’는 원래 닭이나 개를 훔치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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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전체[한국어] 전체[중국어]
ㄱ. 폐결핵(肺結核)       가슴앓이        怯病
ㄴ. 유방(乳房)       가슴       胸脯

는 모두 일상적인 것을 탈피하여 남몰래 행동한다는 점에서 공동 의미소
를 가진다.

(22) [중] 空巢家庭: ‘空巢’는 빈 둥지란 뜻. ‘空巢家庭’은 자녀가 독립하여 나  
           가고 노인만 남은 가정을 말하고 그런 노인을 ‘空巢老人’이라고 함.  
       [한] 빈둥지 가구: 노부부만 남은 가구를 말함.

(22)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자녀가 나가서 쓸쓸하게 노인만 남은 가정을 
‘空巢’(빈둥지)에 비유하여 ‘空巢家庭’(빈둥지 가정)이라고 표현하며 그런 
노인들을 ‘空巢老人’(빈둥지 노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빈둥지 가구’라고 비유하여 표현한다. 

4.3.2.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불확정성은 단어 또는 의미 자체가 아주 막연하여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1) ‘전체-부분’ 포섭관계에서 전체가 부분을 대체하는 완곡 표현이다.

<표11>  완곡 표현에서 ‘전체-부분’ 포섭관계 모호어

<표11>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가슴’이라는 전체로 말하기 거북한 부분인 
‘폐(결핵)’, ‘유방’을 대체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도 몸에 관련
하여 외연이 넓은 단어인 ‘胸脯’(가슴)로 대체한다. 

2) ‘부류 포섭관계’에서 상위어, 하위어와 관련되는 완곡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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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어 상위어[한국어] 상위어[중국어]
ㄱ. 남녀관계(男女關係)       관계 關係
ㄴ. 마약(毒品)        흰 가루 白粉
ㄷ. 강간(強奸)       (성)폭행 施暴 
ㄹ. 감옥살이(進監獄)       큰집에 가다 進去了  
ㅁ. 가격인상(漲價)       가격조정 調價

<표12> 완곡 표현에서 부류 포섭관계 모호어

<표12>의 (ㄱ)을 보면 ‘관계’(關係)라는 단어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
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을 나타내는데, 친인척 관계인 ‘형제 관계, 부부 관
계’와 사회관계인 ‘동료 관계, 친구 관계, 사제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처
럼 외연이 넓은 상위어인 ‘관계’로 ‘성’과 관련되는 예민한 단어를 피하는 
것이다. (ㄴ)을 보면 한중 언어에서 모두 마약을 분말상태임을 나타내는 
상위어 ‘흰 가루’(白粉)로 표현한다. 

(ㄷ), (ㄹ)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간을 중국어에서는 외연이 
넓은 ‘施暴’(폭행)으로 바꾸어 나타내는데 한국어에서는 성(性)을 붙여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큰집’에 비유하
여 면적이 큰집 또는 친척집을 연상하여 모호한 표현이 된다. 중국어에서
는 ‘進去了’라고 표현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목적어가 불투명하여 모호
한 표현이 된다. (ㅁ)을 보면 경제적으로 민감한 ‘가격인상’을 ‘가격조정’
(價格調整)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외연이 넓고 모호한 표현의 상위어로 
외연이 좁고 직설적인 하위어를 대체하여 완곡한 표현이 된다.

4.3.3. 의미의 구체성의 선언

의미 구체성의 선언에서 선언적(選言的) 표현은 결합된 둘 이상의 명제 
가운데 하나가 실현될 때 참이 되지만 우리는 그 명제들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 것을 예측한다. 완곡 표현에서는 지시 대상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적
인 특징을 부각시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풀이하여 지칭한다.49)

49) 중국어에서는 ‘用具指替代統指’(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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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체적인 묘사[한국어] 구체적인 묘사[중국어] 

ㄱ. 지체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리가 
불편하다, 걸음걸이가 온전치 않다, 
팔이 불편하다, 손발이 불편하다

需要幫助的人,腿腳不好使,
走路不方便, 胳膊不好使,
手腳不靈  

ㄴ. 아프다 몸이 편치 않다,
안색이 좋지 않다

身體不舒服, 身體不太好,
臉色不好 

ㄷ. 임신 배가 불러오다, 몸이 무겁다 肚子大了, 有了(있다), 
有喜(좋은 일이 있다)

ㄹ. 감옥살이 콩밥 먹다, 옥밥 먹다 進局子(국에 들어가다), 
吃八兩(8냥을 먹다)

ㅁ. 돈 공방전(孔方傳)
孔方兄(공방형), 老人頭
(노인머리), 大團結(대단결), 
工農兵(공농병)

<표13> 완곡 표현에서 의미 구체성의 선언 

<표13> (ㄱ)의 지체 장애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장애를 일반인들도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ㄴ), (ㄷ)에서 보다시피 병에 걸렸을 때 직설적인 표
현을 피하여 평상시보다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가벼운 표현으로 대
체하고, 임신도 한 가지 특징인 배가 불러오는 몸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직설적인 언어를 피하였다. 

(ㄹ)에서 보면 감옥살이를 중국어에서는 감옥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
인 ‘局子’(警察局), 가서 먹게 되는 음식량 기준인 ‘八兩’(8냥)을 부각시켜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큰집’으로 표현하고 먹는 ‘콩밥’, ‘옥밥’을 
부각시켜 완곡하게 표현한다(김홍석 2008:33). (ㅁ)에서 보면 ‘錢’에 대하
여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하여 동전 모양의 특징, 새겨 있는 무늬, 함축된 
의미 등 부분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완곡하게 나타내는데 한국어에서도 한
자어 ‘공방’(孔方)으로 표현한다.50)

4.3.4. 정보 부족의 모호성

정보 부족의 모호성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

50) ‘孔方兄’은 엽전을 익살스럽게 이르는 말인데 동전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孔
方先生’, ‘孔兄’, ‘方兄’, ‘家兄’이라고도 한다(洪雁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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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23) [대체지칭]
                             [한]              [중]
  ㄱ. 월경                     그날              那天
  ㄴ. 성 기관                  그거, 아래        那個, 下部
  ㄷ. 나쁜 일/결혼/연애/성교   그 일             那事
  ㄹ. 돈                                         阿堵物

한중 언어에서 대체지칭(指代)의 방법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대
체지칭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로 피하려는 단어를 대체하는 것이다. (23
ㄱ~ㄷ)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그날’(那天), ‘그거’(那個), ‘아래’(下
部), ‘그 일’(那事) 등은 밝힐 수 없거나 말하기 곤란할 때 사용한다. (23
ㄹ)에서 보다시피 중국에서는 옛날에 돈을 ‘阿堵物’라고 지칭하였는데 이
는 금기에 관한 전고(典故)에서 나온 것이다.51)

지시대명사와 관련된 것은 ‘이’, ‘그’인데 ‘이것, 그것, 이 일, 그 일, 그 
물건, 그곳’ 등으로도 쓰인다.52) 특히 ‘그것’, ‘그 일’ 등은 구체적인 문맥
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이러한 어휘들이 지칭하는 것이 문
맥에 따라 나쁜 일, 결혼, 연애, 성행위, 화장실 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말하기 꺼리는 상황이나 단어가 있으면 ‘那個’로 
대체하여 얼버무리는 습관이 있다.

(24) ㄱ. ① 她從事那個行當。② 你上那個嗎?
     ㄴ. 我原來在農場的時候，有個青年指導員給我寫信，表示了那個意思。
                                                          (張抗抗, 夏)

51) ≪世說新語·規箴≫에서 속된 것을 싫어하는 王衍이란 사람이 아내가 펼쳐놓은 돈을 보고 “舉卻
阿堵物。”(이 모든 물건들을 치우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이때로부터 ‘阿堵物’은 돈을 지칭하는 말
로 대신 쓰이게 되었다.)
52)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것은 지시대명사 ‘這’, ‘那’와 이것으로 구성된 복합사인 ‘這個, 那個, 這
事, 那事, 那話’이다. 또한, ‘那玩意兒, 那東西兒, 那什麼, 那地方’으로도 쓰이는데 ≪儒林外史≫ 제
23회에서는 완곡하게 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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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ㄱ①)의 ‘那個’는 ‘성매매’(賣淫)를 말하고, (24ㄱ②)는 ‘화장실’을 가
리킨다. (24ㄴ)의 대명사 ‘那個’는 말하기 곤란한 ‘求愛’(구애)라는 단어를 
지칭한다. 지시대명사는 뜻이 함축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지만 문맥에 따라
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5) ㄱ. 상관성
        [한] 살아 있다→ 앉아 있다,  강간하다→ 성폭행
        [중] 死(죽다)→ 老(늙다),     結婚(결혼하다)→ 過門(문 넘어오다)
     ㄴ. 유사성
        [한] 야뇨→ 지도를 그리다,   결혼 전 임신→ 속도위반하다
        [중] 범죄→  失足(실족),     상급기관 간부→ 婆婆(시어머니)
            손해를 보다→ 出血(피나다), 오뚝이 같은 사람→ 不倒翁(오뚝이)
         
(25ㄱ)에서 보면 개념적 의미와 파생된 의미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 한

국어에서 보면 살아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강간하려면 폭력을 행
사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보면 늙으면 죽게 되고, 결혼하려면 문을 넘어
와야 한다.45) 개념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인 ‘앉은 상태’, ‘폭
행’, ‘문을 넘는 행위’를 부각시켜 파생된 의미인 ‘살아 있음’, ‘강간’, ‘결
혼’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25ㄴ)의 한국어를 보면 야뇨(夜尿)라고 하면 지도를 연상하고 속도를 
위반했다면 사고를 생각한다. 중국어에서 ‘失足’은 발을 잘못 디디는 것과 
감옥에 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 맞물린다. ‘出血’은 피 흘려 손해 본다는 
점이 유사하고, ‘婆婆’는 잔소리가 많은 점이 상급기관 간부들과 비슷하
다. 중국어에서 ‘不倒翁’은 처세에 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풍자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한국어에서 오뚝
이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을 ‘오뚝이 같은 사람’이라
고 하여 긍정적인 뜻을 내포한다. (25)에서 보다시피 완곡 표현에서는 개
념의미와 파생된 의미 사이에 상관성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어가 
발생하는 것이다.

45) 隔壁前天老了人了。(옆집에 그저께 사람이 죽었다.)（應用漢語詞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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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을 전통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어휘 변

용,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어휘 변용, 차용어로 대신하는 어휘 변용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전통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유의어로의 어휘 변용은 신앙과 미신, 
죽음,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① 신앙과 미신에 따른 어휘 변
용에서 보면 한국에서 ‘호랑이’를 ‘손님’으로 부르고 중국에서는 ‘산신령, 
‘산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시 대상에게 아첨하는 뜻이나 반기는 손님으
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이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미신적인 믿
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한중 언어에서 죽음 관련 완곡어는 형태나 의미
상으로 안정적인 2음절어가 대부분이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2음절, 3음절, 
사자성어로 구분되고 한국어는 크게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분이 되는데 한
자어는 대부분 ‘-하다’로 실현된다. 죽음 관련 완곡어의 구조는 공통으로 
술목구조, 병렬구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속구조와 주술구조이다. 구 
차원에서 중국어는 술목구, 주술구가 대부분이고 한국어는 종속, 주술관계
의 연어가 대부분이다. 중국어 문어에서는 주로 2음절이나 4자어 어휘가 
쓰인다. 한국어에 차용된 한자어는 다양한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회
적 신분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내고 격식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전염병을 신격화하여 표
현하며 고유어와 한자어로 어떤 질환임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하고, 한국어
에서는 중국어에 비하여 외래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었다. 적극적인 표현, 
예사로운 표현, 숫자로 표현하는 것, 방언에서의 비유법은 중국어 특유의 
완곡 표현이다.  

2)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유의어로의 어휘 변용은 전문성, 내포, 방
언의 차이에 따른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①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
는 일반 직업과 특수 직업에 관련된 완곡 표현이다. 첫째, 일반 직업에 관
련된 표현을 보면 한중 언어에서 모두 직업에 관한 낮춤 표현을 ‘-사(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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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상시켜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한국어에서 직업 명칭에 대한 격상의 
정도는 ‘[-꾼/쟁이/이]〈 [-인]〈 [-원]〈 [-사]〈 [-님]’ 순이다.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 비하여 훨씬 많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고 [고유어+한자어](구두
수선공), [한자어+고유어](가사도우미) 형태의 독특한 완곡 표현을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직업에 관한 완곡 표현을 보면 직업 명칭에 대한 격상의 
정도는 ‘[-的]〈 [-者/人]〈[-員]〈 [-博士/師傅]〈 [-師]’ 순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둘째, 특수 직업에 관련된 완곡 표현은 은어와 관련된 것이다. 
은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여타집단에 알려진 경우는 은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어 은어 자체의 사용이 사라지거나 그 반대로 타 집단에까지 
널리 사용되게 되어 보통어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내포의 차이에 따
른 유의어의 존재를 살펴보았다. 지칭에 해당하는 중립어휘인 [유의어-기
준어]의 의미를 되도록 완화하여 표현하면 완곡 표현의 유의어가 발생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그 반대로 거칠게 표현하면 위악어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효과]를 나타낸다. 위악어는 대부분 구어체인데 이러한 표현을 
보다 정중한 문어체, 듣기 좋은 완곡어로 대체하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③ 방언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존재이다. 한중 언어에
서 지리적으로 형성된 이질적인 화자 집단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서로 다
른 낱말을 사용할 때 유의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차용어로 대신하는 유의어로의 어휘 변용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유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와의 2중, 3중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차용어의 실현 양상이 중국어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다. 한국어에는 많은 수량의 한자어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자
어가 고유어보다 문어적 성질이 강하고 어기도 정중해서 언어 교류에서 
청자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현대 중국어가 표의문자의 속
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 비해 외래
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성어 등의 글말(문언문) 
어휘를 이용한 완곡 표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완곡 표현에서 
특수한 의식 용어나 고상함을 요구하는 서술 또는 시어에 고어 및 의고체
(擬古體) 표기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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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을 살펴보았다. 금기어와 완곡어는 어떤 
때에는 서로 반의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금기어라
고 하면 그와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의미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원형인 
금기어와 상반되는 반의어의 상보성, 등급성을 이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한
다. 반의성에 의한 어휘교체는 하나는 반의관계에 따른 교체이고 다른 하
나는 부정적 표현에 의한 교체로 볼 수 있었다. 

(3)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변용을 지시적 모호성,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
의 구체성의 선언, 정보 부족의 모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호성이
란 의미하는 바가 명료하지 않아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언어적 현상을 말한다. 

1) 지시적 모호성은 단어의 의미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명료성을 갖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모호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완곡어는 정확한 지칭(確指)을 대체하여 그 특징
을 약화시켜 표현한다. ① 지점과 관련된 지시적 모호성인데 ‘장소 포섭관
계’의 계층구조와 관련된 완곡 표현이다. ‘고택골로 가다’, ‘去八寶山’으로 
죽음을 뜻하는데 장소인 ‘고택골’과 ‘八寶山’은 모호한 표현이다. ② A 의
미장의 명확한 지칭이 B 의미장에 와서 지시적 모호성을 나타내어 완곡 
표현이 되는 경우이다. 영웅의 죽음을 나타내는 ‘산화’는 원래 불교의 불
공과 관련된 의미장이었는데 죽음과 관련하여 지시적 모호성을 나타내어 
완곡 표현이 되었다. 

2) 의미의 불확정성은 단어 또는 의미 자체가 아주 막연하여 의미를 쉽
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① ‘전체-부분 포섭관계’ 계층구조에서 전체
가 부분을 대체하는 완곡 표현인데 예를 들어 ‘가슴앓이’로 ‘폐결핵’을 나
타내는 것이다. ② ‘부류 포섭관계’에서 상하관계의 상위어, 하위어와 관련
되는 완곡 표현인데 예를 들면 ‘종양’으로 ‘암’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의미 구체성의 선언에서 선언적 표현은 결합된 둘 이상의 명제 가운
데 하나가 실현될 때 참이 되지만 우리는 그 명제들이 동시에 실현 가능
한 것을 예측한다. 지시 대상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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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고 풀이하여 지칭한다.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몸이 아픈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지체장애인을 완곡하게 지칭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화
행이나 문맥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참이 되는 것이다.

4) 정보 부족의 모호성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체지칭(指代)의 방법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시대명사로 피하려는 단어를 대체하는 것이다. 지시대
명사와 관련된 것은 ‘이’, ‘그’인데 ‘이것, 그것, 이 일, 그 일, 그 물건, 그
곳’ 등으로도 나타낸다. 특히 ‘그것’, ‘그 일’ 등은 문맥에 따라 나쁜 일, 
결혼, 연애, 성행위, 화장실 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호성 단어는 개념적 의미에서 파생되어 간접적이고 완곡한 특징이 있
으며, 언어 사용에서 상관성과 유사성에 의하여 의미가 부여되고 따라서 
새로운 완곡어(유의어)가 탄생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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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방식의 대조

‘수사’란 구체적인 환경 및 내용, 방식,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
하는 것으로 특정 언어 환경에서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일정한 사
상내용을 표현하여 표현 효과를 강화하는 언어활동이다. ‘수사학’이란 구
체적인 언어 환경과 사상내용 표현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적절한 언어 형
식을 선택하여 표현 효과를 강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수사학의 
영역에서 정화(精華)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사법’이다. ‘수사법’이란 
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공감을 얻기 위한 언어 표출 방식으로써 규
칙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에서 일탈한 특별한 구조 형식을 갖는 방법이다. 
수사법은 장기간의 역사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인류
의 지혜가 결집된 집단적 산물이다.46)

완곡 표현에서 말하는 수사법은 말하기 거북스러울 때 직설적인 것과 
평범한 것을 피하고 격식을 차려 부드럽고 고상하게 말하려고 할 때 주로 
쓰는 수사법으로서 낱말이나 문장의 뜻에 깊이를 더한다. 한중 언어에서 
완곡 표현과 관련되는 것으로 은유법, 환유법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2)

5.1. 은유법을 활용한 완곡 표현

46) 한국에서 수사학에 관한 개념을 보면 김욱동(2003)은 수사학이란 말로써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문희선(2001)은 수사학은 언어를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말 또는 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수사학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 陳望道(1932)는 ≪修辭學發凡≫에서 
수사는 말을 조정하여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데 적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하고, 吳禮權
(2006)에서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사상을 교류하며 현실적 언어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민
족 언어의 각 요소를 이용하여 언어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黎運漢·張維耿(1986)은 ≪現代漢
語修辭學≫에서 수사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첫째는 일종의 활동 혹은 행위라는 것이고 
둘째는 일종의 방법 혹은 수단이라는 것, 셋째는 언어의 미화라는 것이다. 
2) 수사법은 존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감지의 두 측면을 
포괄한다. 객관 사물 간의 서로 유사한 점이 있어 사람들은 객관 사물 간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연계시켜 비유법이 생기게 된다. 또 자연물의 자태와 인간의 동작 사이에는 유사한 
특징이 있어 인간은 애증의 감정을 자연물에 투사하여 묘사하던 중 자연물이 인간의 감정을 품고 동
작을 대행함으로써 의인법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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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법은 한 대상이나 관념을 간접적으로 은근히 빗대어 말하는 수사법
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나 의미 층위에서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찾
아내는 비유법이다. 한중 완곡 표현의 은유법은 영상도식 은유와 존재의 
대연쇄 은유로 나누어 대조 분석한다.

5.1.1. 영상도식 은유

한중 완곡 표현의 영상도식 은유에서는 ‘그릇 도식’, ‘경로 도식’, ‘방향 
도식’, ‘연결 도식’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한다.

5.1.1.1. 그릇 도식 은유

그릇 도식 은유는 우리의 경험을 ‘그릇’이라는 실체로 개념화하는 비유
를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그릇으로 경험하거나 그릇 자체로 보는 경
우도 있고, 또 그릇 속의 것으로서 경험하거나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
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 ㄱ. 시경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었다. (무시하다)
     ㄴ. 빈 깡통이 소리는 더 난다. (요란하다)
 (2) ㄱ. 不管你對他說什麼, 他都當作耳邊風。
        당신이 그에게 뭐라고 해도 그는 귓등으로 들어요.
     ㄴ 掛著教授頭銜的人, 不見得都有學問, 也有空心蘿蔔。
        대학교수 직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꼭 학문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속 빈 무 같은 사람도 있다.

(1ㄱ)은 ‘사람은 그릇’으로 경험하는데 ‘성의껏 듣지 않거나 무시하다’의 
뜻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무시하다’이다. 사람을 그릇으로 본 것과 마찬가
지로 ‘귀는 그릇’이고 ‘말은 그릇 안의 내용물’로 보는데 말이라는 내용물
이 담겨 있지 않음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2ㄱ)의 중국어에서 보면 말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耳邊風’을 사용하는 것은 귀 밖의 스치는 바람처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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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ㄴ)의 ‘빈 깡통이 소리는 더 난다.’는 사물 은
유인데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다. 사람 몸에 담겨야 할 ‘실속’이라는 내용물이 없는 것을 깡통에 내용물
이 없다고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용물 없는 
깡통의 소리가 요란한 것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실속 없는 사람이 떠드는 
것으로 연상하여 내포된 비유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ㄴ)의 ‘空
心蘿蔔’는 속이 빈 무라는 말인데 맛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
게 외모는 다부지지만 마음은 무른 것을 연상하게 되어 겉은 그럴듯해 보
이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인다. 

 (3) ㄱ. 당의 중앙 지도부는 순조롭게 신구 물갈이를 실현했다.
     ㄴ. 黨的中央領導集體順利實現了新老交替。  

(3)은 ‘추상적인 실체는 그릇’으로 경험하는데, 예를 보면 추상적인 실체
인 ‘사회적 집단’이 ‘그릇’이 되고 그 사회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이 그 그
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된다. 따라서 (3ㄱ)을 보면 ‘당 지도부’라는 
큰 그릇에 ‘지도부 성원’이라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 것인데, ‘지도부 성원’
을 바꾼다는 뜻을 그릇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하였다. (3ㄴ)의 중국어 표현
을 보면 한국어의 완곡 표현인 ‘물갈이’를 ‘交替’(교체)라는 직설적인 단어
를 사용하여 완곡 표현이 아니다. 

5.1.1.2. 경로 도식 은유

경로 도식은 출발 지점에서 종료 지점으로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은 목
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공간적인 종료 지점을 가리키는 
경우에 그곳은 목적지이다.

(4) ㄱ. ① 늙어도 죽기는 싫다더니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도 세상을      
             떠나려니 아쉽구나.

        ② 하루라도 빨리 선산에 가서 잔디찰방이나 해야 굳어 버린 반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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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 것 같아.
        ③ 그는 중년을 넘어선 자신이 점점 북망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    

             실을 문득 깨달았다.
    ㄴ. 그는 귀양을 가서 유배지에서 죽었다.
    ㄷ. 나중에야 문책이 아니라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모르  

          쇠로 가만히 있는 것이 백 번 나을 것 같았다.    (송기숙, 녹두장군)
(5) ㄱ.  ① 老人家已去世多年。(故世/棄世/與世長別)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② A 你春節不回家鄉去看父母嗎?  
           B 不去了, 他們早就上山了。(上路了/入土了)  
           설에 부모 뵈러 고향에 가지 않아요?      
           안 가요, 모두 돌아가셨어요.
        ③ 他已經上八寶山了。 
           그는 이미 팔보산에 갔어요.
        ④ 這個安眠藥是很厲害的。你要吃了十片, 第二天就會回老家的。 
           이 수면제는 아주 독해. 10알 먹으면 이튿날에 죽을 수 있어.
    ㄴ. ① 因爲謀反案受牽連被流放了。(被發配)  
           역모 사건에 연좌되어 귀양을 가다.
        ② 那個位子是容易被刷下來的位子。
           그 자리는 귀양 잘 가게 되는 자리야.
        ③ 一個官員被雙規了, 從他的床底下搜出來一大堆紅包，每個紅包裏還  

             有一張名片。
          한 관원이 구속조치를 당했는데 그의 침대 밑에서 빨간 봉투가 무   

            더기로 발견됐고 봉투마다 명함장이 한 장씩 들어 있었다.

‘죽다’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는 ‘가다’인데 ‘젊은 나
이에 간 친구를 회상하다’처럼 쓰인다. ‘뜨다’는 ‘자리를 뜨다’ 식으로 다
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있던 곳을 떠난다는 뜻인데, 이 말이 (4ㄱ①)의 ‘세
상을 뜨다’처럼 쓰이면 ‘죽다’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 된다. (4ㄱ②)의 
‘잔디찰방’(-察訪)은 무덤의 잔디를 지킨다는 뜻으로, 죽어서 땅에 묻힘을 
농으로 이르는 말이다. 죽음을 미화하여 계속 살아 있는 듯이 표현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최소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4ㄱ③), (5ㄱ②, ③)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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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산을 향해 가다’, ‘산에 가다’, ‘팔보산에 가다’는 모두 ‘산’과 관련된 표
현인데 한중 언어에서 모두 죽음을 나타낸다. ‘팔보산’은 혁명가 공동 묘
지이름인데 지금은 장의사(葬儀社)의 대칭이 되어 사람들은 ‘죽다’를 해학
적으로 ‘上八寶山’(팔보산에 오르다), ‘進八寶山’(팔보산에 들어가다)라고 
표현한다. (5ㄱ④)는 죽음을 ‘고향으로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것은 원래 태
어난 곳(출발지점)인 ‘老家’(고향)로 돌아간 것을 통해 아무런 변화와 진전
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이승을 출발점으로 하여 도착점인 망자의 
세상인 저승으로 이동하게 됨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변화는 이동이다’, 
‘죽음은 이동이다’ 은유에 의해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4ㄴ)의 ‘귀양’은 고려ㆍ조선 시대에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던 형벌이었는데, 지금은 높은 지위
에서 낮은 지위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쓰인다.3) (5ㄴ①, ②)에서 보다시피 
중국어에서는 직설적으로 ‘被流放’, ‘被發配’(유배당하다), ‘被刷下來’(자리
에서 내려오다)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는 ‘-가다’를 써서 능동적인 표현이
지만 중국어에서는 접두사 ‘被-’를 써서 피동으로 표현하는 점이 다르다. 
(5ㄴ③)에서 보면 ‘雙規’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문제를 자백한다는 뜻
인데 일반적으로 공산당 간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는 구속조치이다. 직설
적인 ‘拘留’를 피하여 완곡하게 원래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고 표현하는데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다.

(4ㄷ)의 ‘삼수갑산을 가다’는 매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가거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는 뜻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한다.4) 이것은 모두 ‘변화는 이동’으로 보는 사건 구조 은유

3) 고려ㆍ조선 시대에,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던 형벌이다. 초기에는 방축향리의 뜻으로 쓰다가 후세에 와서는 도배(徒配), 유배(流配), 정배(定
配)의 뜻으로 쓰게 되었다.
4) ‘삼수’는 함경남도 북서쪽에 있는 고장으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가장 추은지대에 
속한다. 겨울에는 평균 영하 16∼18도에 이르고 눈이 수척의 높이로 쌓인다고 한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여 옛날에는 유배지로 유명했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쪽에 있는 고장으로 삼수와 마찬가지
로 매우 춥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지형이 험한데다 유배지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
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삼수갑산을 가다’고 하면 아주 멀고 험한 곳으로 
가거나 또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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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용한 것인데, (4ㄴ, ㄷ)은 한국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6) ㄱ. 부동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ㄴ. 그 회사는 호황 때 막차를 타는 바람에 지금은 자금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 일이 엉뚱한 데서 펑크가 났다.
(7) ㄱ. 亞洲經濟已經開始走下坡路。
       아시아의 경제는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ㄴ. 趕上了福利分房的末班車。  
       후생 복지형 주택 배분 방식의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ㄷ. 由於趨避及時, 才沒出事兒。(出意外)
        때맞춰 재빨리 피했기 때문에 뜻밖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6ㄱ), (7ㄱ)을 보면 ‘좋음은 위, 나쁨은 아래’라는 공간적 지향성을 가진 
은유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고 기세
가 약해진다는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접어들다(가다)’를 
통해 그 과정을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도 같은 
방향 도식 은유인 ‘走下坡路’가 쓰인다. 

(6ㄴ)을 보면 한국어에서 ‘막차를 타다’는 ‘일의 진행은 이동’ 은유에 의
하여 개념화된 표현이다. 끝날 무렵에 뒤늦게 뛰어든 것을 ‘막차를 타다’
로 연결시킨 것인데 그것이 ‘자금이 묶이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부정적
인 내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7ㄴ)의 중국어에서 ‘趕上末班車’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이처럼 같은 방향 
도식은유인 ‘막차’(末班車)로 표현하지만 한중 언어가 다름에 따라 연상적 
의미는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으
로 이해하는데 더 가지 못하고 멈추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펑크가 나
다’로 표현한다. Lakoff(1993)에서는 ‘어려움은 동작의 장애물’이라는 은유
가 사건 구조 은유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6ㄷ)에서 이동 수단의 장애물
이 고장(펑크)을 통하여 개념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ㄷ)의 중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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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직설적으로 ‘出意外’, ‘出事兒’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出意外’
는 사고를 나타내고 ‘出事兒’은 사고, 범죄를 포함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많이 쓰인다. ‘펑크가 나다’는 중국어로 ‘爆胎’라고 하며 비유의 의미는 
없다.

5.1.1.3. 방향 도식 은유

방향 은유는 대부분 공간적 지향성인 ‘위-아래’, ‘안-밖’ 등 요소들의 상
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화하는 은유이다. 

1) ‘위-아래’ 영상도식 은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적 경험을 통하여 ‘위’를 긍정적인 가치로 인지하

고, ‘아래’ 방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한다.

(8) ㄱ. 너는 아무리 애를 써 봤자 그 애의 발아래에 있다. 
   ㄴ. 그날 싸움에서 코가 납작해진 소년은 학교에 가길 싫어하였다. 
   ㄷ. 그녀는 코가 높아서 네가 상대하기 쉽지 않겠구나. 
   ㄹ.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사회적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ㅁ. 유럽경제의 독버섯 지하경제 수면 위에 떠오르다.
(9) ㄱ. 大家都是靠勞動吃飯, 誰也不低人一等。
       모두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상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 
   ㄴ. 難道你就這樣俯首稱臣嗎?
       설마 너 이렇게 굴복할 거야?
   ㄷ. ① 那個女的鼻子翹到天上去了，一般的男的她是連睬都不睬的。 
          그 여자는 코가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② 下巴翹到天上去的女孩會看中老實本分的他?
          코가 높은 그 여자애는 순박한 그를 좋아할 리가 없다.
       ③ 他賺了點錢就翹尾巴。  
          그는 돈 좀 벌었다고 코가 우뚝해졌다.
   ㄹ. 有心勾銷這次旅行吧, 那就會威信掃地, 還是得硬著頭皮去碰一碰。
       일부러 이번 여행을 없던 일로 해 봐, 신용이 납작해질 걸, 그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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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염치불구하고 가서 말해 봐.
　 ㅁ. ① 遇難船隻已漸漸浮出水面。
         조난당한 배가 점점 정체를 드러냈다.
       ② 新產品供求之間的矛盾逐漸浮出水面。 
          신상품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모순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8ㄱ)의 ‘발아래에 있다’는 어떤 사람이 갖춘 능력이나 자질이 가장 낮은 
수준보다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높은 지위는 위이고 낮
은 지위는 아래’라는 은유가 작용한 예인데 지위는 사회적 힘과 상관관계
가 있고 물리적 힘은 ‘위’가 된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9ㄱ)에서 보면 중
국어로는 직설적인 어휘인 ‘不如’(못하다)를 쓰지 않고 ‘低人一等’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 등급만 아래라고 표현하여 방향 도식 은유이다.

(8ㄴ, ㄷ)의 ‘코가 납작하다’는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뚝 떨어지다’의 뜻이고, ‘코가 높다’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는 
뜻이다. ‘코’는 주로 자존심이나 자만심과 연관되어 ‘위’는 자존심을 올리
고 ‘아래’는 자존심을 떨어뜨린다. (9ㄴ)의 중국어에서 ‘코가 납작하다’는 
직설적으로는 ‘認輸’(승복하다)이지만 완곡하게 ‘俯首稱臣’(머리 숙여 신하
가 되다)이라고도 한다. 머리 숙여 신하로 되는 것으로 비유하여 굴복의 
뜻을 나타내는 방향 도식 은유이다. 그러나 ‘코가 높다’를 중국어에서는 
‘下巴翹到天上去’, ‘翹尾巴’라고 하는데, ‘턱’, ‘꼬리’를 올린다는 것으로 
기고만장함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한 표현들이다. 한국어에서는 ‘꼬리를 내
리다’, ‘꼬리를 사리다’, ‘꼬리를 숨기다’로 표현하여 꼬리는 부정적이어서 
숨기고 싶은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ㄹ)의 예는 ‘아래는 나쁨’ 은유에 의해 동기 부여된 관용구들인데 ‘땅
에 떨어졌다’는 명예나 권위 따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됨을 이
르는 말이다. 아래쪽을 향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명예나 권
위에 문제가 생기는 좋지 않은 상황과 연결된다. (9ㄹ)에서 보다시피 중국
어에서 ‘威信掃地’라고 하여 땅에 떨어진 위신 또는 신용이 빗자루로 청소
하여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아래로 떨
어져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여지가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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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여지를 두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9ㅁ①)은 어떤 물건이 물 위로 올라온다는 뜻으로 본의이고 (8ㅁ), (9ㅁ
②)는 사물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비밀이나 숨겨졌던 것이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는 좋음’ 은유에 의해 동기 부여된 관용구이
다. 

       
(10) 이제야 제 마음을 누르고 있던 돌이 마침내 쑥 뽑혔어요.
　   (이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這下我心裏的一塊石頭總算落地了。

(10)에서 보면 ‘一塊石頭總算落地了’는 떨어져야 할 걱정거리 ‘돌’이 떨
어져서 제자리를 찾아 시름을 덜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아
래는 나쁨’이라는 경험의식 때문에 ‘떨어지다’가 부정적으로 느껴져 ‘걱정
거리가 뽑혔다’는 뜻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아래는 나쁨’, ‘위는 좋음’이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원래 자리를 이탈
하여 다른 곳에 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위, 아래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앞-뒤’ 영상도식 은유
‘앞’과 ‘뒤’의 ‘긍정-부정’의 가치는 은유적으로 확장되는데 앞은 미래 

지향적이고 뒤는 부자연스럽거나 후퇴 또는 과거 지향적이다.

 (11) ㄱ. 그 선수는 마흔 살이 넘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선수 생    
          활을 했다.

      ㄴ. 그는 30년간 해 오던 일에서 손을 놓고 뒤로 빠졌다. 
 (12) ㄱ. 他退役後做了教練。그는 은퇴 후 코치가 되었다. 
      ㄴ. 退居幕後的人還有回歸的可能。(退居二線, 退居二位)
          뒤로 물러난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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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직임이나 사회 활동에서 은퇴하는 
것을 완곡하게 ‘뒤로 물러나다’, ‘뒤로 빠지다’로 표현한다. (12)에서 보다
시피 중국어에서는 은퇴를 ‘退役’(퇴직: 退職)이라고 하는데 완곡하게 ‘退
居幕後’, ‘退居二線’, ‘退居二位’라고도 한다. 한국어에서 ‘앞-뒤’ 영상도식
에 근거한 은유의 표현이라면 중국어는 ‘물러나다’의 뜻인 ‘退’와 순서를 
나타내는 ‘二線’, ‘二位’를 써서 완곡하게 표현한다. 1선에서 2선으로 물러
난다는 뜻의 ‘退居二線’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선에서만 물러났을 뿐이
지 2선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퇴직이나 해고와 관련되는 
불쾌감을 약화시켜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다. 

(13) ㄱ. 만만한 듯하면 감금을 하다시피 끌어다 놓고 위협을 하고, 뒤가 꿀리  
          는 듯하면 가라고 쫓지 못해서 애를 쓰고…         (염상섭, 무화과)

     ㄴ.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 뒤가 드러나 만천하에 알려졌다. 
     ㄷ. 나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걸로 보아 나의 뒤를 캔 게 분명하다.
(14) ㄱ. 這句話卻叫她怎的個答法？所以隻急得她心裏好像十五個吊桶打水，七  

           上八下。                          (清·文康, 兒女英雄傳, 第40回)
         이 말은 그녀더러 어떻게 답하라는 것인지, 그녀는 뒤가 꿀려 불안
         하고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ㄴ. 騙子終究會露馬腳(露尾巴)。   
        사기꾼은 결국에는 정체가 탄로 날 것이다. 
     ㄷ. 對這幾個人的優缺點他都摸底。 
        이 몇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 그는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13)에서 보면 ‘뒤가 꿀리다’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마
음에 켕긴다는 뜻이고, ‘뒤가 드러나다’는 비밀로 하거나 숨긴 일이 나타
나거나 알려진다는 뜻이며, ‘뒤를 캐다’는 드러나지 않은 속이나 행동을 
알아내려고 은밀히 뒷조사한다는 뜻이다. 약점이나 비밀, 숨긴 일, 은밀한 
조사 등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14ㄱ)의 중국어를 보면 ‘뒤가 꿀리다’는 ‘十五個吊桶打水, 七上八下’로 
표현하는데 열다섯 개의 두레박으로 물을 길으니, 일곱 개는 올라오고 여
덟 개는 내려가는 것에서 마음이 불안한 것을 연상한다. 이는 추상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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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吊桶’으로 개념화하는데 사물 은유에 속한다. (14ㄴ)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의 ‘뒤가 드러나다’는 ‘露馬腳’로 대응되는데 고사에서 온 관용구이
다.5) (14ㄷ)을 보면 ‘앞-뒤’ 영상도식 ‘뒤를 캐다’는 중국어에서 ‘위-아래’ 
영상도식인 ‘摸底’(밑을 캐다)로 나타난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掏底’, 
‘刨根問底’는 모두 아래를 뜻하는 ‘底’를 쓰는데, 특히 성어 ‘刨根問底’(내
막을 철저히 따지다)는 아래쪽에 있는 ‘根’과 ‘底’를 모두 사용하였다. 
‘根’(뿌리), ‘底’(아래)는 모두 ‘내막, 실정, 진실’ 등을 비유하는데 뒤를 캐
는 정도를 강하게 표현하여 ‘摸底’, ‘掏底’가 완곡한 표현이다. 이러한 ‘앞
-뒤’, ‘위-아래’ 영상도식 은유는 ‘진상을 밝히다’, ‘내막을 밝히다’ ‘샅샅
이 파헤치다’ 등 직접 표현을 대체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5.1.1.4. 연결 도식 은유

연결 도식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영상도식으로서 연결은 긍정
적이고 분리는 부정적이다. 

(15) ㄱ. 밥줄이 끊어질까 봐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겠다.
     ㄴ.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발을 끊다)
     ㄷ. 그는 고위층과 줄을 대려고 노력하였지만 헛수고였다
     ㄹ. 그는 이제까지 나와 그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16) ㄱ. 要是做不成這事我會被砸了飯碗的。(丟了飯碗)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나는 밥줄이 끊어진다. 
     ㄴ. ① 和他在所有方面都掰了。
           그 사람과 일절 손을 끊었다.
         ② 她已與男友分手。
           그녀는 이미 남자친구와 갈라섰다.
     ㄷ. ① 他不好直接跟你開口, 托我來牽個線。(牽線搭橋)

5) 이는 명나라 주원장(朱元璋)의 황후 마(馬)씨와 관련이 있다. 마씨는 전족을 하지 않아 보통 여인
에 비해 발이 무척 큰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리하여 늘 조심스럽게 치마로 발을 감추며 다녔는데 어
느 하루 바람에 가마의 가림 막 한쪽이 들리면서 그녀가 ‘큰 발’이라는 비밀이 누설되었는데 이때로
부터 비밀이 알려지다는 뜻의 ‘露馬腳’(마씨의 발이 드러나다)가 생겨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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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네게 입을 열기가 어려워 내게 줄을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② 打門路   (門子, 門道: 연고, 연줄, 친분)
           뇌물을 써서 (윗사람에게) 줄을 대다
     ㄹ. 他同時在兩個公司上班, 腳踩兩隻船。 
         그는 두 회사에 양다리를 걸쳤다.

(15ㄱ), (16ㄱ)에서 ‘밥줄’은 직장을 의미하고 ‘밥줄이 끊어지다’는 직장
을 잃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연결되어 있던 끈과 줄이 분리되어 형성되었
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직설적인 표현인 ‘직장을 
잃다’, ‘생계가 막막하다’를 대신한다. 중국어에서는 밥통을 ‘부수다’(砸),  
‘잃어버리다’(丟)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연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중국
에서는 생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5ㄴ), (16ㄴ)의 ‘손을 끊어라’는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라는 뜻이
다.6)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손/발을 끊다’의 뜻을 손과 손을 가르다는 
뜻의 ‘掰’나 ‘分’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끊는다기보다는 ‘갈라서다’가 더 완
곡한 표현이다. 

(15ㄷ)의 ‘줄을 대다’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인연의 ‘줄’을 강조한다. (16ㄷ①)의 중국어에서도 ‘牽個線’(줄을 대다), ‘牽
線搭橋’(줄을 놓다, 중간에서 소개하다)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연줄을 대다’, ‘다리를 놓다’로 표현하
지만, 중국어에서는 [연줄을 대다+다리를 놓다=牽線搭橋]라고 강조하여 표
현하는 점은 독특하다. (16ㄷ②)를 보면 중국에서는 로비하여 윗사람에게 
줄을 대는 것을 ‘打門路’라고 한다. 여기에서 ‘門子, 門道’는 ‘연고, 연줄, 
친분’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선, 끈, 줄’에 해당한 것이다. ‘門路’의 본래 
뜻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실마리인데 연줄이나 친분의 뜻을 파생하
여 ‘打門路’, ‘打門子’, ‘打門道’로 쓰이면서 연줄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을 나타낸다. 

6) 비슷한 뜻으로 ‘손을 나누다’가 있는데 ‘서로 헤어지다’의 뜻이고 ‘손을 맞잡다’는 ‘서로 뜻을 같
이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다’의 뜻이다. ‘힘이나 능력이 미치다’의 뜻으로 ‘손이 닿다’가 쓰이는데 이
때의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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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ㄹ)의 ‘양다리 걸치다’는 양쪽에서 이익을 보려고 두 편에 다 관계를 
가지는 뜻으로 양다리 걸치는 상대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16ㄹ)의 중국어의 ‘腳踩兩隻船’는 두 배에 걸쳐 있다고 비유하여 더 형상
적인 표현이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상태이고 그 연결이 끊
어지면 좋지 않은 상태로 이해한다. 줄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존재와 
나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줄은 우리 몸의 일부인 
‘다리’, ‘손’, ‘발’에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사람의 수완이나 꾀’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러한 ‘부분-손’은 
‘전체-사람’의 특징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 ‘전체-부분 포섭
관계’ 계층구조에서 부분이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5.1.2. 존재의 대연쇄 은유 

존재의 대연쇄는 우리 경험을 한계가 분명한 개체나 물체로 취급한다. 
한중 완곡 표현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대연쇄 은유를 동식물 은유, 사물 은
유, 의인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5.1.2.1. 동식물 은유와 사물 은유

동식물 은유, 사물 은유는 의인법과 반대로 인간에게 무생물이나 동물, 
식물의 속성을 부여하여 말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사람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이 하위층위인 동물이나 식물, 사물 등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다. 

1) 한국어에서 동식물과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은유이다.

(17) [동물]
    ㄱ. ①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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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ㄷ.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18) ㄱ. ① 一犬吠形, 百犬吠聲。
           한 마리 개가 사람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가 따라 짖는다.
　　    ② 一只鴨子下水, 十只鴨子下河。
           오리 한 마리가 물에 들어가니 10마리 오리가 따라간다.
 　 ㄴ. ① 人外有人, 山外有山。天外有天, 人外有人。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② 一物降一物。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압하다.
　　ㄷ. 城門失火, 殃及池魚。
        성문에 불이 나면 연못의 물고기에 위기가 미친다.

(17ㄱ)의 숭어는 뛰어오르기를 잘하지만 망둥이는 숭어에 비해 크기도 
작고 생긴 것도 못났다. 숭어의 힘차고 멋있는 모습을 보고 분별없이 덩달
아 나설 때 혹은 제 분수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이에 
비하여 한 단계 격이 낮은 표현인데 꼴뚜기는 생선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
고 대우를 못 받는 종류인데 그마저 나서니 정말 꼴불견 하지 않을 수 없
다.7) (18ㄱ)의 중국어에서는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동물
인 개와 오리로 개념화하여 표현하였다. 한국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위치로 많이 접하는 물고기에 비유하고 중국에서는 가축인 개, 오리로 비
유하여 표현한다. 개가 덩달아 짖거나, 오리가 따라서 물에 들어간다고 표
현하는데 숫자를 들어서(전자는 100마리, 후자는 10마리가 따라한다) 나타
내는 것이 독특하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 격이 다

7) 한국에서는 널리 쓰이는 속담이 있으면 그와 형태가 비슷한 속담들이 지역에 따라 생겨난다. 지
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전승 과정에서 말을 좀 더 재미있게 꾸며 보려고 하는 심리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칠산바다 조기 뛰니 제주바다 복어 뛴다.’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속담은 정치영역
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
원과 국방부의 NLL 거들기에 대해 “망둥이가 뛴다고 해서 꼴뚜기도 꼭 따라 뛰어야 한다는 법은 없
다.”며 “국방부는 국정원처럼 정치에 개입할 생각 말고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하길 바란다.”고 지적
했다(뉴스토마토, 2013.07.11).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을 ‘망둥이’에 비유하고 국방부는 ‘꼴뚜기’에 
비유하여 본연의 본분을 지켜 본연의 임무에 다하라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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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등급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어는 같은 종류의 개나 오리
가 ‘맹목적으로 따르다’는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17ㄴ)은 뛰는 놈은 일반 사람, 나는 놈은 뛰어난 사람에 비유하여 아무
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
여 이르는 말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나는 동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
은 동물세계에서 나는 동물이 뛰는 동물보다 시야가 넓고 더 자유로운 특
징에서 동기 부여된 것이다. (18ㄴ)의 중국어에서는 사물 은유를 써서 ‘산 
위에 산’, ‘하늘 위에 하늘’이나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제압하다.’라는 사
물 은유로 표현하는데 같은 단어를 중복하여 표현하는 것이 독특하다.

(17ㄷ)의 예는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사고로 윗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관계없는 사람이 해를 입는 상황을 동물의 
행동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18ㄷ)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같은 뜻을 
‘城門失火, 殃及池魚’로 표현하는데 재앙이 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이
다. 성문에 난 불을 끄려고 못의 물을 전부 퍼 온 탓으로 그 못의 물고기
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는데 ‘池魚之殃’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한중 두 나라의 지역 차이에 의한 표현의 다른 점을 실감하는 예이다.

(19) [식물]
     ㄱ. 나무도 쓸 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 
     ㄴ. ①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②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20) ㄱ. 直木先伐, 甘井先竭。(莊子·山木)
     ㄴ. ① 樹大招風。          
            나무가 너무 크면 바람도 세게 맞는다. 
         ②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끊임없이 흔들어 댄다.
         ③ 孩子多的家庭(母親)沒有休息的時間。
            아이 많은 집안에 휴식이란 없다. (어머니에게)
 
(19ㄱ), (20ㄱ)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쓸 만한 ‘나무’에 비유하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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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일찍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중국어에서는 직설적으로 
‘有用的樹先被砍掉’(쓸 만한 나무는 먼저 베어진다)라고 하는데 완곡한 표
현은 ‘直木先伐, 甘井先竭’이다. ‘直木先伐’는 곧은 나무를 먼저 베어 간다
는 뜻이고 ‘甘井先竭’는 맛있는 우물이 먼저 마른다는 뜻이다. 식물 은유
와 사물 은유를 연속 써서 재간 있는 사람은 늘 먼저 떠나가는 안타까움
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19ㄴ①), (20ㄴ①)의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지위의 안정성이 적고 신변이 위태로워진다는 말이다. 중국어 ‘樹大
招風’은 명성이 높을수록 남의 질투를 받고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뜻으로 명인을 ‘大樹’(큰 나무)로 개념화하고, 시비가 잦다는 것은 ‘招風’
(바람을 불러온다)으로 개념화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지위의 안정성’, 중국
어에서는 ‘명성으로 인한 시비’에 관련된 추상적인 내용을 ‘큰 나무’로 개
념화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19ㄴ②)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은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
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식이 많은 부모를 가지가 많은 나
무로 개념화하여 표현하는 식물 은유인데,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는 가지’
가 ‘조용할 새가 없는 자녀’로 연상되어 동기 부여된 은유이다. 중국어로
는 (20ㄴ③)에서처럼 직설적으로 ‘孩子多的家庭(母親)沒有休息時間’(애가 
많은 가정은 휴식이란 없다)으로 표현한다. 

(20ㄴ②)에서 보면 주관적으로는 ‘樹欲靜’(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하고, 객관적인 상황은 ‘風不止’(바람이 끊임없이 흔들어 댄다)라고 하여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바람이 어긋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일이 사람
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비유한다. 

이처럼 한중 언어에서 모두 명인을 ‘큰(높은) 나무’로 개념화하여 식물 
은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자녀를 ‘나뭇가지’로 개념화하지
만, 중국어에서는 주관적 바람을 나무로 개념화하여 근원영역에서 목표영
역에로의 사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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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물]
    ㄱ. 이제 그네들의 그 열망은 재가 되어 사그라졌다. (전상국, 고려장)
    ㄴ. 경수는 시험이 다가오면 항상 날을 세웠다.
(22) ㄱ. ① 我的奮鬥化爲灰燼。　　　　　    　　   　  
           내가 노력했던 것이 재가 되었다.
         ② 願望已經化爲泡影。　      
            그들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다
     ㄴ. 明天要考試了, 他有點兒神經過敏。
         내일 시험이 다가오니 그는 예민해졌다.

(21ㄱ), (22ㄱ)을 보면 한중 언어에서 모두 일이나 생각 따위가 다 타버
린 재처럼 모두 허사가 된다는 뜻을 사물인 ‘재’와 ‘물거품’으로 개념화하
여 표현한다. 일상에서 재가 되거나 물거품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
는 것이 동기 부여되어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 뜻을 이해한
다. (21ㄴ), (22ㄴ)을 보면 ‘날을 세우다’는 ‘정신을 집중하거나 예민하게 
굴다’는 뜻을 사물인 칼날에 비유하여 표현하는데 중국어에서는 ‘神經過
敏’(신경이 예민하다)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

2) 중국어에서 쓰이는 동식물, 사물 은유의 예인데 한국어의 수사 방식
과도 관련되는 예이다.

(23) ㄱ. ① 狐狸尾巴總是藏不住。 
           꼬리가 드러나다. 정체는 감추지 못한다.
         ② 伴君如伴虎。
           군주를 모시는 것이 호랑이 옆에 있는 것과 같다.
     ㄴ. ① [중] 蕙損蘭摧≒蕙折蘭摧 여자가 일찍 죽다. 
            [한] 난초 불붙으니 혜초 탄식한다. (蘭: 난초, 蕙: 혜초)
         ② 珠沉玉隕≒珠沉玉碎 

8) “風樹”는 부모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韓詩外傳》卷九：“皋魚曰：‘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
親不待也。’”後因以“風樹”爲父母死亡, 不得奉養之。‘나무는 고요하게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
고,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 봉양할 길
이 없음에 대한 한탄, 죽은 어버이를 사모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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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말한다. (珠: 구슬  玉: 옥)  
     ㄷ. ① 人死如燈滅。
            사람이 죽는 것이 등잔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② 他一去如石沉大海杳無音訊。
           그는 한 번 떠난 이후로 함흥차사이다.

(23ㄱ①)은 사람들의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정체’ 등 추상적인 개념을 
‘狐狸尾巴’(여우꼬리)로 개념화하였다. 하등 존재물인 짐승의 꼬리는 ‘부정
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꼬리가 길면 쉽게 눈에 띄게 되고 밟히게 되고 
숨기려던 꼬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동물의 특정 부분과 그 행동이 의미하
는 바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와 은유적으로 연결되어 부정적인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에서도 같은 뜻으로 ‘꼬리가 드러나다’가 있는
데 중국어에서처럼 ‘여우’라는 한정어가 붙지 않는다. (23ㄱ②)는 군주를 
모시는 것은 호랑이 옆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인데 잔혹하고 변덕 많은 
임금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위험을 호랑이에 비유하여 자칫 실수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동양인은 난이 청아한 향기와 부드러운 세련미, 고귀하고 우아한 아름다
움을 모두 갖춘 식물이라고 하여 소중하게 여겨왔다. (23ㄴ)에서 보다시피 
중국어에서 혜초와 난초가 시들고 부러진 것으로 여자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난초와 관련되는 속담으로 ‘난초 불붙으니 혜초 탄
식한다.’가 있는데 이것은 동류의 괴로움과 슬픔을 같이한다는 뜻이다. 중
국어와 달리 난초와 혜초는 동류의 끈끈한 애정을 상징한다. ‘珠’와 ‘玉’은 
미인을 상징하는데 구슬이 떨어지고 옥이 깨졌다는 것으로 미인의 안타까
운 죽음을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말을 할 때’는 ‘구슬과 옥 같고 혜초와 
난초 같고 종과 북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9) 

(23ㄷ①)은 사람의 생명이 등잔과도 같아 그것이 꺼진다는 것은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 (23ㄷ②)의 ‘石沉大海’는 돌이 바다에 가라앉은 듯 자취

9) ‘君子之嘿也. 如玄天如深淵如泥塑。其語也。如珠玉如蕙蘭如鍾鼓.’(침묵편) 군자가 침묵할 때는 마
치 현묘한 하늘과 같고 깊은 못과 같고 흙으로 만든 소상과 같으며, 말을 할 때는 구슬과 옥 같고 
혜초와 난초 같고 종과 북 같다. (상촌선생집 제39권 제1집,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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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춘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뒤에 ‘杳無音訊’을 붙여서 감감무소식이라
는 뜻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것은 ‘아래는 나쁨’ 은유에 의해 동기 부여
된 속담이다. 한국어에서는 ‘함흥차사’를 쓰는데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
이 전혀 없거나 또는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3) 한중 완곡 표현에서 다르게 쓰이는 은유의 예들이다.

(24) ㄱ. ① 뒷다리를 잡아 그를 꼼짝 못하게 해라.
        ② 나는 그에게 뒷다리를 잡혀 어쩔 수가 없었다.
    ㄴ. ① 他有抓人小辮子的習慣。  
           그는 곧잘 남을 하비는 버릇이 있다.
        ② 給人小辮子抓。  
           언턱거리를 주다. (약점을 잡히다)

(24ㄱ)을 보면 ‘사람에 대한 통제는 동물에 대한 통제다’ 은유가 작용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한다. 예
를 들어 동물은 뒷다리를 잡히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
한 경험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뒷
다리를 잡히다’, 그러한 약점을 잡으면 ‘뒷다리를 잡다’라고 표현한다. 이
처럼 인간의 상황에 은유적으로 사상하면 그것이 담는 의미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小辮子’의 본의는 ‘짧게 땋은 머리’인데 (24ㄴ)의 
예는 약점을 ‘小辮子’로 개념화한 사물 은유이다. ‘小辮子’는 손으로 잡아
야 하는데 약점도 잡는다는 것과 맞물려 동사 ‘抓’를 쓴다.10) ‘揭短’(단점
을 들춰내다), ‘抓把柄’(약점을 잡다)과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抓
小辮子’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25) ㄱ. 친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滿族人認爲發辮是真魂棲息之所，視爲生命之本，在戰場上陣亡的八旗將士，其骨殖若無條件帶回，
發辮必將帶回故裏，隆重埋葬，俗稱“捎小辮”。(中国品牌服装网 2011.12.24). (만족은 변발은 영혼이 
들어 있어 생명의 근본이라 여겼다.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은 변발을 고향에 가져와 거대한 식을 올
리고 묻는데 속칭 ‘변발을 가져오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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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① 都不幹的話，那隻有由我來跳這個火坑了。  
            모두 하지 않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② 這世上每個人都有他的苦難。          
           세상의 누구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③ 每個人都覺得自己的負擔是最大的。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한다.

(25ㄱ)의 ‘십자가를 지다’는 종교적, 문화적 해석을 요구하는데 예수와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랐던 내용에 근거하여 ‘큰 죄나 고난을 떠
맡다’는 관용구의 의미에 동기 부여한다.11) (25ㄴ)의 중국어에는 ‘십자가를 
지다’라는 표현은 없고 ‘跳這個火坑’(불구덩이에 뛰어들다)라는 표현으로 ‘희
생함’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苦難’(고난), ‘負擔’(부담) 등 단어를 사용하
여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무겁다’ 등 사물 은유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26) 미역국을 먹었다
 ㄱ. 작년에 이어 같은 대학을 지원했지만 또 미역국을 먹었다. 
 ㄴ.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누가 미역국을 먹었대? 
 ㄷ. 오늘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보기 좋게 미역국을 먹었다.
(27) 想報考一流大學, 結果是名落孫山。  
     일류대를 지망했다가 미역국을 먹었다.

(26)의 ‘미역을 먹었다’는 것은 낙방하거나 직위에서 밀려나거나 퇴짜를 
맞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끈적끈적한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여 합격을 기원하고 미끄러운 바나나, 미역국은 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적 지식이 ‘미역국을 먹다’가 가지는 관용적 의
미에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12) 

11) 임근석(2006)은 십자가가 쓰임이 빈번해지다 보니 ‘희생, 고통’의 의미를 가지는 ‘십자가’가 독
립된 어휘요소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하면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독립된 어휘요소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12) Kövecses(2002)에서는 관용구의 의미 형성기제로 ‘은유’, ‘환유’, ‘관습적 지식’을 들고 있는데, 
은유나 환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용구들은 대부분 관습적 지식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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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에서 보면 중국어로는 ‘名落孫山’이라는 고사성어를 써서 완곡하게 
표현한다.13) 한중 언어에서 ‘낙방하다’는 공통으로 쓰이지만 [고유어: 떨어
지다(刷下來)〈 한자어: 낙방하다(落榜)〈 관용구: 미역국을 먹다(名落孫山)]
에서 보다시피 관용구와 성어가 가장 완곡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중 완곡 표현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8) ㄱ. 소문이 나도 덤턱스러운 소문이 나는 바람에 모두 살얼음을 밟고      
        있는 기분들입니다.                           (송기숙, 녹두장군)

     ㄴ. ① 식욕의 이상 증진과 이상 감퇴는 건강의 적신호이다.
         ②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의 적신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ㄷ. 문턱이 높다(문턱에 들어서다/문턱을 넘다/문턱이 낮다)
        ① 우리나라 대학은 꽤나 문턱이 높다.
        ② 관공서는 과거에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았다.
(29) ㄱ. 他幹事如履薄冰。  
         그가 일하는 걸 보고 있자니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
     ㄴ. ① 高血壓是對健康亮起的紅燈。  
           고혈압은 건강에 대한 적신호이다.
         ② “別闖紅燈”, 是對我們黨政領導幹部提出的要求。
            ‘신호등을 위반하지 않기’는 당에서 하는 간부들에 대한 요구이다.
     ㄷ. ① 人們說我們酒店門坎兒高, 價格貴, 客人不敢進。
            사람들은 우리 호텔이 문턱이 높고 가격도 비싸서 손님들이 감    

              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② 你怎麼老不來啊? 難道我們家的門坎兒高了還是怎麼著。
            너는 어째서 쭉 안 왔니? 우리 집의 문턱이 그렇게도 높았니?    

(28ㄱ), (29ㄱ)은 ‘위태로운 상황이 깨지기 쉬운 살얼음이다’라는 존재론

13) 宋대에 손산이라는 사람이 지인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다가 본인만 합격하고 돌아왔다. 함께 갔
던 지인의 부모가 찾아와 “우리아이는?” 하고 묻기에, “저는 합격자 명단 제일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자제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名落孫山’(이름이 손산 아래에 있다)
이 시험에 떨어짐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三联阅读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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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은유가 작용한 예인데 살얼음이라는 실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해한다.14) 중국어에서는 ‘如履薄冰(-같다)’이라고 하여 직유법으로 표현
한다. 

(28ㄴ), (29ㄴ)에서 보면 신호등의 색깔이 적신호이면 위험을 경고하여 
교통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경제)에 대한 적신호’와 
같은 표현은 ‘빨간색은 위험’이라는 은유에 근거한다. 이러한 표현은 색채 
은유가 작용한 것인데 한중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것은 같은 개념
적 은유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9ㄴ②)에서 보다시피 중국어에
서 ‘闖紅燈’이 ‘규칙을 어기고 일을 처리하다’라는 파생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독특한 점이다.

‘문턱’은 어떤 일이 시작되거나 이루어지려는 무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8ㄷ), (29ㄷ)은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건물이다’ 은유가 작용하
는 완곡 표현들이다. 추상적인 복합체계인 조직을 건물로 개념화하고 있
다. 여기에서 문턱은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첫 번째 장소, 고비나 장애물
을 의미하는데 문턱이 높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물리적인 경험에 
의하여 언중들이 관용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한다. 예를 들어 ‘문턱이 높
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서 들어가거나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만나거나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한중 언어에서 공통으로 쓰인다.15) 

5.1.2.2.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 또는 자연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사람
의 생명과 속성을 부여하는 수사법이다. 의인법에서 동식물이나 사물, 자
연현상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 주체인 동식물은 
원래 사람의 속성이 전혀 없지만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구성된 의인 수사법
의 효과는 선명하다. 

14) ‘如臨深淵，如履薄冰’으로 많이 쓰이는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대단히 위험한 상황
을 나타낸다.
15) ‘문턱이 낮다’ 는 뜻도 중국어에서 ‘門坎兒低’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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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화 대체는 사람들이 맹수나 독사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모시거나 
반기는 대상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호칭 금기어에는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
는 잡다한 귀신이나 악령의 이름, 그리고 토테미즘의 잔재로써 신성시되는 
동물의 이름들이 포함된다. 

(30) [전통 금기어][한]
   ㄱ. 호랑이: 산신령, 산군, 산군자, 산중영웅, 손님, 영감, 사또  
       뱀:     터줏대감, 용님, 업, 집지킴이, 집주인, 긴 양반
       쥐:     며느리, 액씨님, 아가네, 서생원
       노래기: 노낙각씨, 향랑각씨
   ㄴ. 천연두: 손님   홍역: 작은 손님

한국어 표현법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신으로 모시거나 해를 끼치는 귀신
이나 동물의 이름을 기피하여 피해를 막으려는 금기어가 발달되어 있
다.16) (30)에서 보면 짐승을 신격화한 것(산신령, 터줏대감), 격상시킨 것
(영감, 사또, 용님, 긴 양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집주인, 집지킴이), 
친근하고 반기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손님, 액씨님, 아가네, 노낙각씨, 향
랑각씨) 등등이 있다. 

(31) [전통 금기어][중]
 ㄱ. 老虎(호랑이): 山神爺(산신령), 山君(산군)               
     熊(곰):      老爺子(어르신)  
     狐狸(여우):  大仙(대선), 仙女(선녀), 仙姑(선고)
     鳥(새):      阿哥(형님) 
 ㄴ 호북: 老鼠(쥐)-灰八爺,       刺猬(고슴도치)-白五爺,   蛇(뱀)-柳七爺
          黃鼠狼(족제비)-黃大爺, 狐狸(여우)-大仙爺[爺(어르신])
    북경: 老鼠-灰氏(회씨),       刺猬-白氏(백씨),         蛇-柳氏(류씨),

16) ≪後漢書≫동이전에 ‘산천에는 각기 부계가 있어 서로 간섭할 수 없다.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원시부
족국가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호랑이 숭배사상은 산악숭배사상과 융합되어 산신신앙으로 
자리 잡아 산신이 호랑이로 표현된다. 오늘날에도 심마니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깍듯이 대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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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鼠狼-黃氏(황씨),     狐狸-胡氏(호씨)

(31)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동물을 신격화한 것(山神爺, 大仙, 仙女, 仙
姑), 존칭어를 쓰는 것(山君, 老爺子, 花老太, -爺), 친근하게 부르는 것(阿
哥)이 있다. 중국에서 일부 직업적인 단체와 건달조직, 도둑집단, 비밀조직 
등은 자신들의 신조를 이유로 언어 금기를 가지고 있어 그 대용어들이 의
인화 수법을 쓴다. 이전의 北方劇團(연극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무당, 
기생업계에는 ‘五大神’(오대신)인 쥐, 고슴도치, 뱀, 족제비, 여우와 관련된 
금기가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호북에서는 ‘-爺’(어르신)를 쓰고 북경
에서는 ‘-氏’(씨)를 사용한다. 이러한 풍습은 북방의 민간과 일부 업종에서 
유행하였는데 그 신앙적 기초는 동물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깊다.17)

의인화 수법은 속담에서도 나타난다.

(32) ㄱ. [한] 고양이 쥐 생각 하네.  
        [중] ① 猫哭耗子假慈悲。
            ② 黃鼠狼給雞拜年不存好心。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다.)  
     ㄴ. [한]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중] 山上無老虎, 猴子稱大王。
     ㄷ. [한] 낙화는 뜻이 있으나 흐르는 물은 무정하다.       

          落花有意, 流水無情。

(32ㄱ)에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라는 뜻이다. 중국어로는 ‘猫哭耗子假慈悲’도 있고, ‘黃鼠狼給雞拜年不存
好心’도 있는데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는 것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형식적인 자비를 베풀거나 나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동물에 빗대어 완곡하게 나타낸다. 

(32ㄴ)에서 보면 호랑이는 뛰어난 사람으로, 토끼는 보잘것없는 사람으

17) 조희무(2006:92-93)에 따르면 중국의 풍속습관에는 일부 동물이 평범한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수련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하늘과 땅, 사람의 정기를 취하고 기나긴 세월의 수련을 거쳐 
정령이 된다고 믿었다. 北方劇團, 무당, 기생업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동물들이 사람을 미혹
하는 수련법을 숭배하였고 신선으로 모셨으며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존칭으로 바꾸어 불렀고 그
렇지 않으면 업종에 대한 배신으로 신령의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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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념화하여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어에서도 같은 의인법으로 ‘山上無老虎, 
猴子稱大王’이 있다. (32ㄷ)은 무정물이 사람으로 개념화되어 나타나는데 
무정물인 ‘낙화’나 ‘물’이 사람처럼 뜻이 있고 무정하다고 표현한다.

(33) [남의 결점만 지적함, 체면이 없음]
    ㄱ. ① 도토리 키 재기다.   
        ②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ㄴ. 벼룩도 낯짝이 있다.
    ㄷ. 새로 들어온 여비서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된 그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34) ㄱ. 矮子裏頭拔將軍。(半斤八兩/五十步笑百步)
        난쟁이 속에서 장군을 뽑는다, 거기서 거기다, 피차일반
     ㄴ. 人有臉, 樹有皮。    사람은 얼굴이 있고, 나무는 껍질이 있다.   

 ㄷ. 鵲巢鳩占, 鵲巢鳩居。까치집을 비둘기가 차지하다.
     

(33ㄱ), (34ㄱ)의 ‘도토리’는 크기가 비슷하고,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비슷한데 그 유사성에 의하여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
툼을 비유한 것이다. 동식물이 키를 재거나 나무란다고 의인화하였는데 실
상 자기 결점은 모르고 남의 결점만 지적한다는 뜻이 있다. 중국어의 ‘矮
子裏頭拔將軍’은 난쟁이 속에서 장군을 뽑는다는 뜻이고, ‘半斤八兩’18)은 
‘거기서 거기다, 피차일반’의 뜻이고, ‘五十步笑百步’(오십보백보)19)는 좀 
못하고 좀 나은 점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크게 보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
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중국어에서는 숫자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점이 독특하다. 

(33ㄴ), (34ㄴ)을 보면 작은 벼룩조차도 낯짝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욱 체면을 차려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어로는 ‘人有臉, 樹有皮’라고 하였

18) 옛 도량형제에서 한 근은 16냥이었으므로, 반 근은 곧 8냥이 된다.
19) 중국 양(梁)나라 혜왕(惠王)이 정사(政事)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 전쟁에 패하여 어떤 자
는 백 보를,또 어떤 자는 오십 보를 도망했다면, 백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오십 보를 물러간 사람이
나 도망한 것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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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람의 체면을 식물인 나무껍질로 개념화하였다. 
(33ㄷ), (34ㄷ)에서 돌은 원래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데 사람의 속성인 

‘빼다’라는 행위를 부여하였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것’은 외부
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를 입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어에서는 ‘까치집을 
비둘기가 차지하다.’(남의 지위·집·토지 등을 강점하다)의 뜻으로 ‘鵲巢鳩
占’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무정물 은유로, 중국에서는 유정물 은유로 표
현하는 것이다. 

(35) ㄱ.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ㄴ. ① 命裏有了百日關, 九十九日也難逃。
         ② 不怕一萬, 就怕萬一。

(35ㄱ)은 이미 정하여진 팔자는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인데 사람
은 운명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속이다’
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지만 동물인 ‘호랑이’와 추상적인 지칭인 ‘팔자’에 
사용하여 동물 은유와 사물 은유가 된 것이다. ‘사람은 동물’, ‘사람은 사
물’로 개념화하여 의미를 부여한 속담인데 유정물을 피할 수 있지만 무정
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조법을 사용하여 생동하게 표현한다. 

(35ㄴ)의 상응한 중국어 표현을 보면 수량사인 100일과 99일로 운명은 
거역 못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각한다. 중국어에 ‘不怕一萬, 就怕萬一’
이라는 말은 일만 번은 두렵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한 번의 실수가 있을까 
봐 두렵다는 뜻인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숫자로 많고 적음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
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은 수량’으로 개념화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이
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5.2. 환유법을 활용한 완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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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법은 한 사물이나 개념을 그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속성을 빌려 
말하는 수사법이다. 환유법은 사물이나 개념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다양한 전달 효과를 가진다. 한중 완곡 표현의 환유법은 
지시적 환유와 서술적 환유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한다.20)

  
  5.2.1. 지시적 환유

  1) ‘전체-부분’에서 지시적 환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36) {전체-부분}-[부분↔물체]
 ㄱ. [부분→물체]       [한]                  [중]
      감옥           높은 담                高牆
      윤락가         홍등가                 紅燈區
      가난한 집      시호(柴戶)              柴戶 
  ㄴ. [물체→부분]
      돈 받다        봉투 받다              收紅包 

(36ㄱ)의 경우 부분으로 전체를 대체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들은 물체에
서 아주 특정적인 ‘참조점’이다. 감옥이 다른 곳보다 높은 담, 윤락가는 밤
마다 켜져 있는 빨간색 등불, 가난한 집은 사립짝을 단 것이 특징적이다. 
(36ㄴ)의 경우 돈을 넣는 봉투 전체로 부분인 돈을 대체한다. 영역모체인 
‘감옥’보다 덜 중심적인 주변 영역인 ‘높은 담’이 부각되어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부정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이 억제된다. 

 (37) {전체-부분}-[재료→물체]
  ㄱ. 관:   [한] 널 

20) 구체적인 대상물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적 환유이고 문법 범주로 보았을 때 명사에 국한되어 나
타난다. 지시적 환유는 명시된(원천의) 지시대상과 내포된(목표의) 지시대상이 있으며 이 둘 사이가 
비명시적으로 (환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관용구나 속담은 [명사-동사] 혹은 [명사-형용사]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지시기능만 가지지 않고 서술적인 기능을 하는데 본고에서는 ‘사건 ICM’
에서 환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Radden & Kӧevecses가 분류한 {전체-부분}, {부분-부
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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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壽材, 壽木, 空木, 長生木, 板, 板子, 長生板, 吉祥板
  ㄴ. 무덤: [중] 三尺土, 一抔土
  
(37)에서 보면 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널, 봉분 만들 때 쓰는 흙 등 재

료로 본체를 대체한다. 전통적 환유의 정의에서 보듯이 환유가 인접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면 ‘원천-결과’는 하위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예
시하면 ‘원천-결과’는 논리적으로 결과가 원천에 잇따르기 마련임으로(시
간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널’이라
는 재료로 ‘관’이 만들어진다면 원천인 ‘널’(재료)과 목표인 ‘관’(결과물)이 
개념적으로 인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8) {전체-부분}-[속성→범주]  
                      [한]                    [중]
   ㄱ. 육체노동자    블루칼라                 藍領 
                    그레이칼라               灰領  
   ㄴ. 마약          하얀 가루                白粉
       결손          적자                     赤字
   ㄷ. [중] 工農兵,   孔方-돈,   長蟲-뱀,   白額-호랑이 

(38ㄱ, ㄴ)의 경우 한중 언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종사하
는 업종에 따라 달리 입는 옷의 속성인 색깔에 따라 육체노동자는 ‘블루칼
라’, 기술노동자는 ‘그레이칼라’로 불린다. 마약은 색깔과 질감, 결손은 장
부에 기록할 때 붉은색 글자 등의 속성이 부각된다. ‘블루칼라’ 자체는 ‘육
체노동자’라는 영역모체에서 중심적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
은 모두 ‘영역모체-범주’의 한 속성이 부각된 것이다. ‘하얀 가루’의 경우 
‘하얀색’이 중심 영역으로 부각되었고 마약이 인체에 주는 해로운 것이 주
변 영역이 되어 묻혀 버린다. (38ㄷ)에서 보면 옛 지폐 정면 도안(工農兵), 
동전 중간에 뚫린 네모난 구멍(孔方), 뱀의 긴 형태(長蟲), 호랑이 이마의 
흰색(白額) 등 특징이 부각되어 완곡한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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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범주] (나) [범주→구성원]
  분류   한국어 중국어 분류 한국어 중국어

빈민가
판자촌, 
달동네  

 棚戶區,
 城中村

  암 종양
腫瘤, 
新生物

<표1> 완곡 표현에서 {전체-부분}-[구성원↔범주]

<표1>(가)에서 보다시피 한국에서는 가난한 곳인 ‘판자촌’, ‘달동네’로 
빈민가를 대체하는데 이들은 모두 빈민가와 가난한 집이라는 큰 범주 중
의 대표적인 성원이다. 중국에서도 판자촌을 ‘棚戶區’라고 하는데 중국에
서는 시내 안의 농촌이라는 뜻의 ‘城中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표
1>(나)에서 보면 ‘종양’이라는 범주에 구성원인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
는데 의미를 중립화시켜서 원래의 의미를 약화시켜 표현한다. 종양을 중립
어인 ‘腫瘤’, 또는 모호하게 ‘新生物’(신생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유 표현들은 진짜 이름을 부르는 데 포함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중화시키거나 약화시켜 ‘암’이라는 공포감이 주는 직접적인 충격
을 줄여준다. 

 (39) [중] ㄱ. 도둑-小李,    ㄴ. 중매꾼-紅娘,    ㄷ. 남성 동성애자-龍陽  

(39ㄱ, ㄴ)에서 보면 ‘小李’는 본래 도적 두목의 성씨였는데 후에는 도둑
의 대명사가 되었고, ‘紅娘’은 중국고전 작품 ≪西廂記≫ 중에 중매꾼을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은 중매꾼의 대명사가 되었다. (39ㄷ)의 ‘龍陽君’(용
양군)은 중국 정사(正史)에서 처음으로 기재된 동성애자로 ‘龍陽之癖’는 동
성애, ‘龍陽’은 동성애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예들은 그 범주에서 척
도를 보면 최상층 또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나 사건인데 이러한 범주의 
대명사로 불린다. 위의 예들은 원천영역에 대한 부각을 통하여 그 영역의 
중요성이나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龍陽’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대 한 남자의 이름이었지만 환유로 인하여 동성애자의 
의미로 전이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중요성이나 책임감이 더해진다. 

2) ‘부분-부분’에서의 환유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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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분-부분}-[소유대상→소유]
 ㄱ. [한] 청의(青衣)-천민            
 ㄴ. [중] ① 青衫-천민/말단관리/학자
         ② 青衣-서민, 희곡의 역할 이름  
 ㄷ. [중] 白衣使者-간호사,  綠衣使者-집배원       
           
(40ㄱ)을 보면 옛날 한국에서는 천민들이 ‘青衣’를 입은 데서 유래하여 

‘青衣’가 천민의 대명사가 되었다. (40ㄴ①)을 보면 중국어에서 ‘青衫’은 
천민이나 학자, 서생, 말단 관리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그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인다.21) 같은 천
민이라도 한국어에서는 ‘青衣’, 중국어에서는 ‘青衫’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ㄴ②)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서민과 전통극의 정단(正旦)이라는 
역할이 ‘青衣’를 입은 데서 유래하여 서민과 극 역할의 대명사가 되었
다.22) (40ㄷ)을 보면 중국에서는 간호사와 집배원이 입는 옷 명칭으로 특
정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41) {부분-부분}-[장소→기관/사람]
                    [한]                      [중]
  ㄱ. 죽음        북망산, 선산              八寶山, 東市    
  ㄴ. 화장실      동시, 서각, 뒷간          東司, 西閣, 舍後
  ㄷ. ① 전처     전실                     前室
      ② 후처    후실                      填房, 後房, 納室
      ③ 첩      별실, 부실, 작은집         別室, 副室, 少房23)

21) 중국 당나라 때 8품, 9품 말단관리들이 ‘青衫’을 입은 데서 유래하여 ‘青衫’은 실의한 관리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청삼(靑衫): ① 나라 제향(祭享) 때에 입는 
남빛 도포(道袍)의 한 가지. ②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는 옷. 남빛 바탕에 청은 빛깔로 가를 꾸미
고 큰 소매가 달렸음. ③ 전악(典樂)이 입는 진한 유록(柳綠)빛의 공복(公服). ④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 쓰는, 대로 만든 상자(箱子)대나무 상자(箱子)안에 간격(間隔)을 아홉으로 하여, 수수ㆍ옥수수ㆍ조
ㆍ떠ㆍ중ㆍ팥ㆍ보리ㆍ참밀ㆍ깨의 아홉 가지 곡식(穀食)을 담았음. 임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곡식(穀
食)을 적전(籍田)에 뿌렸음(한국고전용어사전).
22) ‘青衣’는 중국 전통극에서 젊거나 중년의 여성 역(役)을 말한다.
23) 이외에 한국어로 ‘별방, 별가, 측실, 소실, 소가, 추실’, 중국어로 ‘側室, 次室, 二房, 房下, 後房, 
繼室, 室, 室人, 偏房, 偏室’ 등 단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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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ㄱ)의 경우 무덤이 많은 ‘북망산’, ‘선산’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八寶
山’, 형장이 있었던 ‘東市’로 죽음을 나타낸다. (41ㄴ)을 보면 중국 민간에
서 화장실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하여 ‘東司’, ‘東厠’ 서쪽에 있
어야 한다고 ‘西閣’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동시’, ‘서각’, ‘뒷간’으로 쓰
인다. 한중 두 나라에서 예전에 사대부가에 소실댁 얼마나 성행했던지 첩
에 관한 별칭이 아주 많다. (41ㄷ)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공동으로 
전처는 ‘전실’(前室), 후처는 ‘후실’(後室)로 높여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填
房’, ‘後房’, ‘納室’로도 후처를 나타낸다. 

환유의 기능이 지시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어 환유가 언
어 표현에 어떤 의미를 보태거나 변화시킨다. 의미변화가 의미확대라면 확
대된 부분이 환유에 의지해서 보태어졌으므로 그 부분이 환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0), (41ㄷ)에서는 무정물로 유정물을 지시하는데 이것은 환
유가 확대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사물로 인간을 지시하기 때문에 ‘탈인간화’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곡 표현에서 이러한 환유는 지시
대상의 특정 국면을 미화하여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국면을 
억제한다. 

  5.2.2. 서술적 환유

관용구에서 나타나는 서술적 환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건의 시작 부분이나 결말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하여 그 의
미를 드러내는 환유이다. 

(42) ㄱ. 그는 감투를 벗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ㄴ. ① 그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짐을 쌌다.
         ② 그가 회사에서 보따리를 싸고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다. 
     ㄷ. 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
(43) ㄱ. 唯恐掉了烏紗帽，他肯自己把自己往大獄裏頭推？沒那事兒！
        관직을 잃을까 봐 걱정뿐인데 감옥행을 자초해? 그런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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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① 再惹亂子就卷鋪蓋走人。
           다시 사고를 일으키면 짐을 싸야 한다.
         ② 這次他被公司炒魷魚了。
           이번에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ㄷ. 頂不住我軍的狂轟濫炸，終於舉起了白旗。
         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

(42ㄱ), (43ㄱ)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날 때 한국에서 
우선 ‘감투를 벗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오사모(烏紗帽)를 벗는 것’으로 
벼슬자리를 그만두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데, 현재에는 실제로 쓰거나 벗
거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환유에서 은유적인 사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의 ICM을 넓게 생각하면 환유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42ㄴ)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에서는 일을 그만두면 그 직장에서 떠나면서 
짐을 싸게 되는 데서 유래하여 ‘짐을 싸다’, ‘보따리를 싸다’라고 한다. 
(43ㄴ)의 중국어에서는 짐을 싸다는 뜻의 ‘卷鋪蓋’나 은유적 표현인 ‘炒魷
魚’를 쓰기도 한다. (42ㄷ), (43ㄷ)을 보면 전쟁이나 싸움, 경기 ICM에서 
‘백기를 들다’(舉起了白旗)는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보기였기에 그러
한 행위를 통해 ‘항복하다’의 의미를 드러낸다. 

완곡 표현에서는 환유가 원천 내용을 ‘전경화’시키고 목표 의미를 ‘후경
화’시킨다.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원천 내용인 짐을 싸는 행위를 ‘전경화’
시키고 목표 의미인 해고를 ‘후경화’시키면 해고의 다른 영역들(경제적인 
어려움)이 묻혀버려 충격을 줄여준다. 

2)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개념적으로 서술하여 그 전체를 환유적으로 나
타낸다.

   (44) ㄱ. 우리는 언제쯤 국수를 먹을 수 있니?
        ㄴ. 什麼時候請吃糖啊?　（什麼時候給我吃喜糖？）
            언제쯤 우리한테 사탕을 먹여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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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ㄱ)은 한국 결혼식에서 국수를 먹었던 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그 의미 
영역의 전체인 ‘결혼하다’는 의미를 획득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관용
의미 ‘결혼하다’와의 연상관계가 결혼이라는 큰 범주인 ICM 내에서 그 구
성원인 대표음식 ‘국수를 먹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이룬다. ‘국수를 먹다’
의 실제 사용의 예를 보면 결혼하는 주체는 국수를 먹는 주체가 될 수 없
고 단순하게 ‘결혼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결혼 소식을 알려 주다’, ‘결혼
식에 초대하다’라는 더 특별한 의미를 전달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고 직
설적인 표현인 ‘언제 결혼해요?’보다는 한 사건 ICM 내의 여러 부분 중 
특정 성분 사건(결혼음식인 국수를 먹는 것)을 선택하여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ㄴ)의 중국어 표현에서 미혼인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 진짜 의미는 
언제 결혼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된다. 이것은 중국에서 결혼이라는 
큰 범주에서 그 구성원인 음식에 늘 사탕이 포함되고, 결혼 후 답례품으로 
사탕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結婚請吃糖’ 즉 ‘결혼하면 사탕
을 먹여주다’라는 말로 ‘結婚’이라는 말을 대신하는데 중국인의 이러한 관
습을 모르면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적 색채가 짙
은 관용구의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陳望道의 ≪
修辭法發凡≫에 의하면 환유법은 소재와 관련된 수사법에 속한다고 하였
는데 그 선택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확실히 환유에서 사
용되는 소재는 사회생활과 직접 연관되고 언어 사용자의 문화적 의식형태
를 반영해 낼 수 있다.24) 

(45) ㄱ. ① 올 들어서는 4월말까지 13명이 입건돼 11명이 쇠고랑을 찼다.
        ② 까딱 잘못하다가는 신세 망치는 건 물론 평생 콩밥 먹을지도 모를  

             일인데.                                 (최일남, 거룩한 응달)
    ㄴ. ① 가게를 뺏기면 알거지가 되어 여덟 식구가 하릴없이 쪽박을 찰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
        ② 가산을 탕진하여 처자식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24) 陳望道는 언어의 조직과 표현의 작용에 의하여 수사법을 크게 ‘材料上的辭格’, ‘意境上的辭格’, 
‘詞語上的辭格’, ‘章句上的辭格’ 등 네 부류로 나누고 ‘借代’를 ‘材料上的辭格’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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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ㄱ. ① 他因爲盜竊進局子了。
           걔는 절도로 수감됐어.     
        ② 貪官隻能吃窩窩頭。  
           탐관들은 옥수수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
     ㄴ. 像這樣隻出不進, 早晚得喝西北風。  
         이렇게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으면 조만간 굶주려야 한다. 

(45ㄱ), (46ㄱ)의 예는 모두 ‘감옥살이를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다. 감옥생활의 ICM에서 한국에서는 특징적으로 알고 있는 쇠고랑이를 차
거나 식사로 콩밥을 먹는 관습지식에 의하여 형성되고, 중국에서는 경찰서
에 들어가거나 식사로 옥수수떡을 먹는 관습지식에 의하여 환유가 형성된
다. ‘쇠고랑이를 차다’, ‘進局子’는 표현 문맥에 따라 단순하게 ‘검거되다’
의 의미일 수도 있고 ‘감옥살이를 하다’의 의미일 수도 있다. 

(45ㄴ①)은 쪽박을 차거나 들거나 구걸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45ㄴ②)는 거처할 곳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와 앉아야 하는 특정적인 행동
을 부각시킨다. 모두 집안이 망해서 거지가 되거나 집이 남의 것이 되어 
오갈 데가 없다는 뜻이다. (46ㄴ)을 보면 중국어에서 ‘喝西北風’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린다는 뜻이다. ‘喝西北風’은 도가에서 속세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공기만 마시면서 단식하는 수련 방법(吸風)에서 유래하
였다고 한다. 

5.3. 소결

한중 완곡 표현에서의 수사 방식은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
하였다. 한중 언어에서 외경의 대상이나 부정적인 행위를 직접적, 노골적
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표현은 은유적, 환유적 표현으로 교체하거나 변형
한다. 
  (1) 완곡 표현에서 은유의 체계를 영상도식 은유와 존재의 대연쇄 은유
로 나눌 수 있었다. 영상도식에 근거한 은유는 ‘그릇 은유’, ‘경로 은유’, 
‘방향 은유’, ‘연결 은유’가 작동하여 완곡성이 부여됨을 밝혔고,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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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쇄 은유에 의한 완곡 표현은 특정하게 부각되는 부분에서 사상이 일
어남을 알 수 있었다.  
  1) 영상도식 은유에서 ‘경로 도식’을 보면 같은 내용을 목적지가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중 두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된다. ‘삼수갑산에 가다’, 
‘선산에 가서 잔디찰방을 지키다’ 등은 한국의 고유한 표현이다. 중국에서
는 ‘팔보산에 가다’, ‘고향 가다’, ‘산에 가다’로 죽음을 나타내는데, 특이
하게 한국에서는 중국의 ‘북망산’을 빌어 죽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막차
를 타다’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중국어에서 ‘趕上末班車’는 ‘마지막 기회
를 잡았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방향 도식’의 위아래 은유에서 일
반적으로 ‘아래는 나쁘다’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원래 자
리를 이탈하여 다른 곳에 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아래도 긍정
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뒤 영상도식에서 
‘뒤’에 관한 관용구가 많은데 중국어에서는 주로 ‘退’를 많이 쓴다. ‘연결 
도식’ 은유를 보면 중국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줄, 선, 끈, 손’ 등으로 
인연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뿌리 깊은 경향을 지니고, 중국 사람들은 ‘줄, 
다리, 문’으로 연줄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2) 존재의 대연쇄 은유에서 ① 동식물, 사물 은유를 보면 한국은 지리적 
특징의 영향으로 물고기와 관련된 속담이 많다. 한국어에서 자녀를 ‘나뭇
가지’에 비유하고, ‘미역국을 먹다’로 낙방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
한 완곡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여자를 ‘옥’과 ‘구슬’에 비유하고 사람에 
대한 통제로 사물 은유인 ‘小辮子’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동물 은유
인 ‘뒷다리’를 사용한다. ② 의인법을 보면 한중 두 나라에서 전통적인 동
물 금기어를 의인화한 완곡어를 사용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지역에 따라 대
용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동식물 속담을 중국에서는 숫자로 된 
속담으로 많이 표현하고, 같은(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중복하여 
쓰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2) 환유는 지시적 환유와 서술적 환유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전체-
부분’과 ‘부분-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째로 사건의 시작 부분 또는 결말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하여 그 



- 178 -

전체 의미를 드러내는 환유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개념적으로 서술하여 그 전체를 환유적으로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았다. 

환유의 의미기능을 보면 ①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얀 가루’라는 환유는 모호성 표현으로 진짜 이름인 
‘마약’을 부르는 데 포함될 수도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중화시
키거나 약화시킨다. ② ‘탈인간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첩’을 장
소를 나타내는 단어인 ‘측실, 별실, 부실, 소실’로 표현하는 것은 ‘탈인간
화’로 의미를 보태는 것이다. 환유가 비인간적인 사물로 인간을 지시하기 
때문에 ‘탈인간화’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곡 표현에서 
이러한 환유는 지시대상의 특정 국면을 미화하여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국면을 억제한다. ③ 환유는 영역모체와 ‘영역부각’에 관련 
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블루칼라’라는 옷의 칼라 자체는 ‘육체노동자’라
는 영역모체에서 중심적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 환유는 이러한 덜 중심
적인 영역을 부각하여 완곡하게 육체노동자를 지칭한다. ④ ‘이해’ 기능은 
관련된 영역의 부각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면 영역부각도 이해와 관련된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한중 두 나라에서 결혼한다는 뜻으로 ‘국수를 먹다’
와 ‘吃喜糖’이 있다. 결혼식에 먹는 음식에 따른 이런 독특한 표현을 보면 
문화적 색채가 짙은 관용구의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영역에 의한 부각은 영역에 중요성을 더하거나 책임을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완곡 표현에서의 환유는 
‘전경화’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해고를 나타내는 ‘짐을 싸다’에서 원천 
내용은 ‘짐을 싸는 것’인데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위를 ‘전경화’시키고 
목표 의미인 해고는 ‘후경화’시켜서 해고의 다른 영역들을(어려움) 묻어버
려 충격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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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중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 분류

2장에서 살펴본 완곡 표현의 범주와 심리적 기제, 3장, 4장, 5장에서 살
펴본 한중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에 관한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6장에서
는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공포감, 두려움으로 
인한 터부는 길상(吉祥)을 위한 완곡 표현으로 규정하고 전통적인 완곡 표
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수치심, 민감함으로 인한 터부는 우아한 표현을 
위한 완곡 표현으로 규정하고 세속적인 관념과 비속함을 피하는 완곡 표
현을 살펴볼 것이다.1) 불쾌감 또는 예의로 인한 터부는 직업, 개인 신상, 
사회적 현상에 관련된 폭넓은 의미에서의 완곡 표현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다. 완곡 표현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치, 경제 현장에서 흔
히 목격할 수 있으므로 네 번째로는 전략적 목적을 위한 완곡 표현을 살
펴본다.

6.1. 길상을 위한 완곡 표현

한국에서 금기란 신성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복합 관념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왕이나 신, 영혼 등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사망, 질병, 출산 등과 
관련이 있다.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중국인들은 이러한 심리가 특히 강하다. 기피의 이유는 두려움일 수도 있
고 신성함을 범하지 않겠다는 심리적 압박일 수도 있다.2)      

1) 길상한 것을 위한 것은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을 피함’(避凶求吉)이고, 우아한 표현을 위한 것
은 ‘우아한 것을 추구하고 속된 것을 피함’(避俗求雅)이다.
2) 중국인들이 ‘避凶求吉’의 문화 심리를 형성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언어환상’(言語幻想)이다. 
‘언어환상’이란 길한 것에 대한 바람을 언어구조의 환상적 경지에 의탁하는 것으로, 마치 언어의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민족에
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중국어가 지니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인들은 특히 쉽게 언어 환상에 
빠진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다. 중국인들은 인애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耽於語言幻想大概是李澤厚所說的中國人‘樂感文化’的國民性表現之一。”(戴昭銘 1996:79) (언어 환
상에 빠지는 것은 아마도 李澤厚가 말한 중국인의 ‘음감문화’의 국민성 표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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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외경의 대상과 관련된 것

금기는 원시사회에서 자연현상 및 그 위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맹목
적으로 자연계의 일부 사물과 현상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하였다. 언어 
금기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 대부분이 언어가 상징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
와 공포심에서 생겨나며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피하
는 방법을 찾거나 완곡한 표현으로 그것을 덮어 버리려고 한다. 

우선 금기에는 토테미즘의 잔재로서 신성시되는 동물의 이름이 포함된
다. 사람들은 토템을 인간보다 우위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공동체의 조상이
나 보호신으로 모시는 것은 해를 끼치는 귀신이나 동물의 이름을 기피하
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대다수 민족문화에서 맹수들의 이름은 다른 
이름자로 대체하여 친절하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곰’은 ‘grandpa’(할아버
지), 호랑이는 ‘the striped one’(무늬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
수호전≫에서는 ‘大蟲’이라고 나온다(吳穎 1996:39).

한국이나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동물을 보호신령으로 생각한다. 
호랑이는 한국에서도 위엄 있고 용맹스러워 마귀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애
며 복을 내린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산신령’, ‘산손님’, ‘마마’라
고 하고 중국 백두산 일대의 사람들은 호랑이가 다른 짐승의 침략을 면하
게 하고 행복을 주는 산중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山君’(산군), ‘山神’(산신)
이라고 불렀다.3) 사람들은 호랑이를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고 예로부터 산
신령으로 신격화시켜 불화(佛畵)로 모시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꺼
리기도 한다. 조희무(2006:88)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용, 범, 
귀신, 꿈 이런 단어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단어를 말하면 그날은 악재가 닥친다고 한다. 김성배(1975:84)에 따
르면 ‘산에 가서 호랑이 이야기 하면 호랑이가 나온다.’, ‘깊은 산중에서 

3) 문효근(1962:18-19)에 따르면 산중에서 맹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으며, 입에 담거나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짐승이 나타나므로 함흥 등지에서는 산에서 ‘범’을 만나면 손님이라고 불러야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호랑이를 ‘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는 손님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
이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미신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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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그 맹수가 나타난다.’라는 금기담이 있다. 
한국에서 금기를 어긴 징벌로 뱀이 나타나거나 신격인 존재가 뱀으로 

변하거나 구렁이로 변하는 모습들은 바로 뱀의 신령스러움에 대한 민간신
앙에 의한 것이다. 뱀을 토템으로 삼게 된 것은 뱀과의 화합을 통해 화를 
복으로 돌리려는 민중들의 소망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도 뱀을 자기 씨족의 
시조와 보호신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구렁이가 사람의 몸에서 탄생
됨으로 신이성을 획득하였지만 중국의 뱀 토템에서는 이런 신이성을 갖추
지 못했다. 뱀을 ‘집지킴’이라고 하듯이 한국에서 토템이 자연의 일부라고 
볼 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배세은 
2009:38). 

뱀을 한국에서는 ‘용님’, 중국에서는 ‘小龍’이라고 하여 용과 관련되는데 
한국과 중국 모두 용 토템 관련 금기 설화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용
은 물의 신, 시조의 어버이, 제왕, 호국의 신 등으로 인식된다. 중국인들은 
용을 조상의 신, 중국인의 상징으로 하였고 스스로를 용의 후손이라고 칭
한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황제, 임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용과 결부하여 
이야기한 것은 두 민족이 공통으로 용의 경이로운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
고 이에 대한 경외심과 신비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4) 

한국에서 여우는 요사스러움, 국가패망,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중국에서 춘추, 전국, 동서한 시대에는 여우가 용, 기린, 봉황과 
더불어 네 개의 상서롭고 길한 것(四大吉祥) 중의 하나였다. 한나라 이후 
긍정적인 지위가 급락하였지만, 지금 중국 안휘(安徽) 일대에서는 여우를 
신으로 숭배하여 가게마다 여우 신위(神位)를 만들어 거는 풍속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여우라고 부르기를 금기시하고 대신 ‘大仙’(대선, 신선에 
대한 존칭), ‘仙姑’(선고, 선녀)라고 불렀다.

각각의 사회에서 어떤 생명체는 유용한 동물이 아니라 아주 유해한 동
물 혹은 불쾌한 생활 용품의 지표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 가정에서 응석
받이처럼 키우는 애완동물과 같이 감정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4) 김성배(1975:83)에 따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는 ‘뱀이 집에 들어오면 삼년 운수가 나
쁘다.’, 충남, 전북지역에는 ‘뱀이 집 안에서 나오면 초상난다.’라는 금기담이 있다. 집안에 뱀이 있
으면 다른 호칭으로 불러주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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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안에 노래기가 많을 때 ‘노낙각시’, ‘향랑각시’, ‘망나니’로 부
르는 것, 구더기를 ‘가시’, ‘거시’로 부르는 것, 집안에 쥐가 많으면 ‘며느
리’, ‘액씨님’, ‘아가네’, ‘서생원’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이들이 해를 입히거
나 악취와 질병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호칭 금기어로 굳은 것이다.5)

다음으로 피휘인데 이는 한자 문화권에서 이천 년 넘게 존속되어 온 관
습이고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서(古書)를 읽을 때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휘(諱)는 
원래 군주의 이름을 일컫는 말인데 때에 따라서는 글자뿐만 아니라 해음
을 피하기도 하였고 한국, 일본 등 주변의 한자 문화권에 전파되었으며 오
랫동안 행해졌다. 중국 고대에서 피휘는 ‘國諱’, ‘家諱’, ‘聖諱’, ‘官諱’가 
있다. 군주의 이름을 피하는 ‘國諱’는 피휘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도 엄격
한 것이었다.

(1) ㄱ. 國諱 [중]
       秦始皇父: [子楚]    楚→ 荊                   -지명을 바꿈
       光武帝:   [劉秀]    秀才→ 茂才               -명칭을 바꿈      
       唐太宗:   [李世民]  世→ 代  民→ 人          -두 자를 바꿔 부름  
       明太祖:   [朱元璋]  朱→ 諸                   -성씨를 바꿈
    ㄴ. 聖諱:    [孔丘]    丘→ 邱                    -글자를 만듬
    ㄷ. 家諱: 漢代-司馬遷父親-[司馬談] 趙談→ 趙同    -동음자로 바꿈

(1ㄱ)에서 진시황의 부친 ‘子楚’의 ‘楚’를 피하여 지명을 동의어인 ‘荊’으
로 바꾸었다.6) 춘추전국시대부터 ‘秀才’라는 단어를 써왔지만 ‘劉秀’가 황
제가 된 후 ‘秀’를 피하고자 ‘秀才’를 ‘茂才’라고 바꿨다. 당태종 이세민(李

5) ‘향랑각시’는 흔히 ‘노낙각시’라고 하는데, 노래기를 여성에 비유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음력 
2월 초하룻날 농가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노래기를 없애기 위해 붙이는 부적이 있는데 보통 ‘香娘閣
氏速去千裏’(향랑각시속거천리)라고 부적을 쓰며, 기둥이나 벽·서까래 등에 거꾸로 붙인다. 더욱 강
조할 때에는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이라는 말을 더 첨가했다. 즉 법으로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것
으로 이처럼 노래기를 없애는 데 율령을 내세워 급히 사라질 것을 명령한 것은 노래기가 매우 귀찮
은 존재였기 때문이다(오방대제, 문화콘텐츠닷컴).
6)“楚”本是一種灌木的名稱,也叫做“荊”。遠自商代時,北方中原人就以荊楚來稱呼南方地區和南方部族。
(‘楚’는 일종의 관목인데 ‘荊’이라고도 한다. 상나라 때부터 북방 중원사람들은 남방지역과 남방부족
을 ‘荊楚’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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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고려 때 고려왕의 
휘를 피함

고려 때 고려왕의
휘를 피함  

조선에서 중국 
황제 휘를 피함

중국에서 고구려 
장군의 이름을 바꿈

武→ 虎
文武兩班→
文虎兩班  

[太祖 王建] 
建安→ 立安 
[漢獻帝 연호: 建安] 

[明太祖-朱元璋] 
元從功臣→ 
原從功臣 

淵→ 泉 
淵蓋蘇文→ 
泉蓋蘇文 

世民)의 ‘世’(세)와 ‘民’(민)을 피하고자 각각 ‘代’와 ‘人’으로 바꾸어 부르
게 하였는데 이는 ‘二名並諱’이다.7) 명나라 ‘朱元璋’의 성씨를 피휘하여 
‘朱’씨 성을 가진 신하들에게는 ‘諸’로 바꾸게 하였는데 신하들이 죄를 지
으면 황제에게 누를 끼치는 불경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1
ㄴ)에서 볼 수 있듯이 聖諱’ 때문에 공자의 이름 ‘丘’는 가획(加劃)하여 
새로운 글자 ‘邱’를 만들어 바꾸도록 하였다. (1ㄷ)에서 司馬遷 부친의 이
름이 ‘談’이어서 그가 ≪史記≫를 쓸 때 ‘趙談’은 ‘趙同’으로 바꾸었다.8) 
‘家諱’가 친족 내부 간의 일이라도 외부 사람들은 예의상 그 집안의 ‘家
諱’를 존중하였다.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에 유교문화가 발전되면서부터 피휘의 관행이 생
겼는데 그때는 조정에서의 관심사항이었고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부터 피휘법이 철저하게 적용되었는데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 대상은 왕이었고 일반인에게까지 보편화되었다. 선종 즉
위년(1083)에 공식적으로 법령이 발포되어 개인의 이름, 사원, 공사건물의 
명칭에 왕의 이름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피휘법은 조선 시대
에도 계승되었다.9)

<표1> 한국과 관련된 피휘

7) 장호성(1999:423)에 따르면 당나라 초부터 이름의 각각의 글자에 대하여 피휘하는데 당태종은 관
호, 인명, 공사문집(公私文籍)에서 ‘세’(世)와 ‘민’(民) 두 글자가 연속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
지는 피휘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죽은 후 편집된 ≪隋書≫, ≪南史≫, ≪北史≫, ≪晉書≫ 등에서 
두 글자를 모두 피휘하여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談’은 古音이 ‘同’과 같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9) 장호성(1999:427)에서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피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孝昭王立,諱理洪, …改左右理方府, 爲左右議方府, 理犯諱故也.”에서 볼 수 있듯이 ‘左右理
方府’의 ‘理’자가 ‘孝昭王’의 ‘理洪’의 ‘理’에 저촉이 된다고 관명(官名)을 바꾼 것인데 재위 중인 임
금의 이름을 피하고 있으며 ‘二名並諱’인 것으로 보아 당나라의 피휘법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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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 (가)에서 보면 봉암사(鳳巖寺) 정진대사탑비문(靜眞大師塔碑文)
에서 ‘문무양반’(文武兩班)을 ‘문호양반’(文虎兩班)이라고 썼다. 이것은 고
려 혜종의 휘 ‘무’(武)를 피하고자 ‘호’(虎)를 썼기 때문인데 중국 황제가 
아닌 한국 왕의 휘를 피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나)에서 보면 고려조 
때에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인 ‘建安’에 고려조 임금의 휘자인 ‘建’(王建)자
가 쓰였을 경우 동의자인 ‘立’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피휘하였다(중국 漢獻
帝의 연호가 建安임)(장호성 1999:437). (다)를 보면 조선조에서 건국에 공
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 중에 ‘元從功臣’이 있는데 명태
조 朱元璋의 ‘元’을 피휘하여 ‘原從功臣’으로 개칭하였다. (라)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李淵’(이연)의 휘를 피하여 ‘연개소문’(淵蓋蘇文)의 ‘淵’을 대
신해 같은 뜻을 가진 ‘泉’(천)으로 고쳐서 ‘천개소문’이라 표기하였다. 여기
에서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본국을 중심으로 상대 나라의 명칭을 바꾸어 
기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황제, 자국 왕의 휘를 모두 피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피휘법은 신라에 비하여 한층 강화되었는데 가장 큰 차이
는 조정에서 공식 채택되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점이다. 피휘 대상에 어휘
(禦諱) 외에 시호(諡號)가 추가되고 연호, 성씨, 지명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엄격히 지켜졌던 피휘법은 모두 한자어와 관련되었고 
중국의 황제나 임금의 ‘國諱’가 대부분이고 일반인에게까지 보편화되었
다.10) 이에 비하여 조선조에서는 피휘에 관해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서 법
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피휘는 사대부 계층에서 준수하던 예법
이었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법령은 아니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
서나 조정신하들의 이름 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
에서는 중국의 피휘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매우 중요시하였다.

피휘법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상, 부모님, 윗사람, 더 

10) 다른 나라의 ‘國諱’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약자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한데 일국의 임금으로서 
권위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처럼 왕
의 이름자, 심지어 글자도 쓰지 못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역죄, 불경죄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함은 물론이고 때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은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1777년 청나라에서 
왕석후(王錫侯)라는 학자가 건륭제의 이름을 책에 쓴 죄로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 수십 명이 처
형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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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함부로 쓰지 않고 소중히 여겼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조상의 함자(銜字)를 남들 앞에서 ‘某字, 某
字’로 한 자씩 끊어 말하는 것은 ‘某某氏’라고 ‘氏’자만 붙이면 공대(恭待)
로 생각하는 것과 대비가 된다. 또한 이름이 함부로 회자(膾炙)되거나 더
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을 정결히 하고자 했던 그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6.1.2. 불길한 것과 관련된 것

사람은 이름을 피하는 것 이외에 불길함을 나타내는 어휘 역시 그 사용
을 금기시한다. ‘불길한 것을 말하면 불길한 일이 찾아오고, 재앙을 말하
면 재앙이 찾아온다.’(說凶即凶, 說禍即禍)는 말은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길흉화복을 표현하는 단어를 그 자체로 간주하여 ‘死’(죽음), ‘災’
(재), ‘禍’(화), ‘凶’(흉) 등의 글자를 금기하고 스스로 불길하다고 여겼다. 
역사적으로 불길한 어휘에 대한 기피는 비슷한 글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음으로까지 확대되어 언어 미신은 주관적인 추측으로까지 변해갔다. 숫자
도 위험, 외로움, 죽음 등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 기피하게 된다. 완
곡어의 수량은 금기어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은 하나의 금기어를 피하기 
위한 언어 표현 방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 질병, 성, 배설과 관계
되는 완곡어는 적으면 십여 개, 많으면 백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 민속의 현장에서 부정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
인 것으로 죽음과 여성이 있다(김열규 1978). 이는 그만큼 죽음은 부정과 
관련된 금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박정열 외 2003:52). 따라서 불길한 
어휘로 ① 죽음 관련 금기어, ② 숫자 관련 금기어, ③ 명절 금기어, 손해 
금기어, 직업이나 일상과 관련된 금기어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길하고 두려운 존재이다. 죽음은 어느 
시대와 언어를 막론하고 매우 금기시한 까닭에 그 표현이 매우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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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다. 죽음에 관한 다양한 완곡 표현은 신분, 종교, 특수 상황, 장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신분에 따른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 ≪禮記·曲禮≫에는 이렇게 기
록되어 있다. 

(2) “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
  천자가 죽으면 ‘崩’(붕), 제후가 죽으면 ‘薨’(훙), 대부가 죽으면 ‘卒’(졸), 선비  

    가 죽으면 ‘不祿’(불록), 백성이 죽으면 ‘死’(죽다)라고 한다.

(2)에서 보다시피 중국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사용이 엄
격한 제한을 받는데 과거 봉건시대에 황제가 죽으면 ‘駕崩’(가붕), ‘山陵
崩’(산릉붕)이라고 마치 천지가 무너지듯 큰일이라는 뜻으로 잘못 쓰면 대
역죄에 해당되었다. 제후가 죽으면 ‘薨’(훙)이라고 하였고(무너지다, 쓰러지
다는 뜻), 대부가 죽으면 ‘卒’(졸)이라고 표현하였고(끝났다는 뜻), 지식인 
선비가 죽으면 ‘不祿’(불록)이라고 하였다(더 이상 나라로부터 봉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3) 중국어에서 신분에 따른 분류
 ㄱ. 임금: 駕崩, 山陵崩, 暴崩, 崩逝, 千秋萬古, 棄群臣, 宮車晏駕 
 ㄴ. 제후·사대부: 不祿, 薨, 薨逝, 薨去
 ㄷ. 일반인: 走了, 病逝, 歸天, 安眠, 歸土, 離世, 壽終正寢
 ㄹ. 유명인사: 謝世, 逝世, 玉碎, 星落, 星殞, 殞落, 香消玉殞, 蘭摧玉折, 
              玉樓修記, 玉樓赴召
 ㅁ. 영웅: 成仁, 光榮, 就義, 取義, 獻身, 捐軀, 犧牲, 殉職, 以身殉國, 捐軀

(4) 한국어에서 신분에 따른 분류
ㄱ. 임금: 붕(崩), 붕어(崩禦), 천붕(天崩), 등하(登遐), 빈천(賓天), 상빈(上賓),  

           선어(仙馭), 승하(昇遐), 안가(晏駕), 예척(禮陟), 용어(龍馭), 척방(陟  
           方), 만세천추(萬歲春秋)

ㄴ. 제후·사대부: 훙(薨), 훙서(薨逝), 훙거(薨去)
ㄷ. 일반인: 돌아가시다, 하늘나라로 가다, 영면하시다, 별세하다, 작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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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유명인사: 물고하다, 서거하다, 타계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ㅁ. 영웅: 목숨을 바치다, 희생, 순국, 순직, 산화

한중 언어에서 임금과 제후에 관한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는 한국어에
서 한자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3
ㄹ)에서 보다시피 현인(賢人), 문인(文人)과 같은 유명인사의 죽음은 ‘蘭摧
玉折’(난초가 꺾어지고 옥이 깨지다)로 표현한다. ‘玉碎’는 ‘옥처럼 아름답
게 깨지다’라는 뜻으로 공명이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목숨을 버리거나 절
개를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을 표현한다.11) ‘星落’, ‘星亡’, ‘星殞’은 모두 유
명인사 또는 스타를 나타내는 단어 ‘星’을 사용하여 인기 있는 인물들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3ㅁ)에서 보면 ‘成仁’의 ‘仁’을 이루거나 정의
의 ‘義’를 취하여 절개, 직책,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뜻
으로 그 정당성을 강조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죽음에 관한 어휘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자어가 대부분
이다. (4ㄴ)의 ‘薨去’는 제후나 왕족,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4ㄷ)에서 죽음의 경칭으로서 자기 가족의 죽음을 높
여 이르는 말로 ‘작고(作故)하다’, ‘별세(別世)하다’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4ㄹ)의 ‘물고(物故)하다’는 예전에 죄인이 죽임
을 당하는 일이나 죄인을 죽이는 일을 이르던 말이지만 지금은 유명한 사
람의 죽음을 가리킨다.12) (4ㅁ)에서 보면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쓰
이는 ‘산화’(散華)는 젊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죽는 것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음 종교에 따른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 상당수의 종교에서는 죽은 후
에도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세상으로 보내진다고 믿고 있다.

(5) 중국어에서 종교에 따른 분류

11) 張拱貴(1996:14)에 따르면 ‘蘭摧玉折’은 문인의 요절을 말한다. 당나라의 李賀는 죽을 때 한 인
물이 나타나서 천제가 백옥루(白玉樓)를 짓고 그를 불러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12) 물(物)은 ‘귀신’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귀신처럼 더 이상 이승에 속하지 않는 저 세상의 
존재가 되었다(故)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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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불교: 登蓮界, 歸寂, 歸元, 圓寂, 見佛主, 遷寂, 涅槃, 坐化, 無常, 轉世  
 ㄴ. 도교: 蟬蛻, 羽化, 登仙, 成仙, 仙去, 上仙, 仙逝, 仙遊, 跨鶴, 騎鶴歸天,
          物化, 物故, 返真元, 遁化 
 ㄷ. 기독교: 歸主, 上天堂, 見上帝

(6) 한국어에서 종교에 따른 분류
   ㄱ. 불교: 열반, 적멸, 멸도, 원적, 좌화, 입적, 귀적, 입멸, 천화        
   ㄴ. 도교: 우화, 등선
   ㄷ. 기독교: 천국(천당)으로 가다, 하늘나라로 가다, 신의 부름을 받다13)

             
(5ㄱ), (6ㄱ)의 불교에서 죽음의 완곡 표현을 보면 죽어서 가는 곳을 말

하거나(登蓮界, 見佛主), 정신과 육체가 이탈함을 말한다(遷化, 遷寂). 세
상에 영원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無常’으로 표현하거나 불교에서 다른 것
으로 태어나는 ‘轉世’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圓寂’, ‘歸寂’의 ‘寂’
은 ‘涅槃’을 말하며 승려가 수행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됨을 비유하는 것
이고, ‘坐化’도 승려가 앉아서 수행하다 죽는다는 뜻이다. 중국어에서 ‘歸
寂’, ‘見佛主’, ‘坐化’, ‘無常’, ‘轉世’ 등은 일반 중국인들도 사용하고 있다
고 한다(常敬宇 1995:37). 한국에서도 같은 뜻으로 뒤에 ‘-하다’를 붙여 
쓰는데 주로 불교의 스님에 한해서만 쓰이고 있다.

(5ㄴ), (6ㄴ)의 도교를 보면 중국의 황제와 노자를 교조로 하는 종교인데 
도교를 믿는 중국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나와 최후에는 대자연에 회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도교 관련 어휘들은 불로장생과 신선추구 사상과 관련
이 깊다. 탈바꿈하여 도를 얻어 신선이 되거나(蟬蛻, 登仙, 成仙, 上仙, 仙
逝, 仙遊), 그것을 더 형상적으로 나타내는 ‘跨鶴’, ‘騎鶴歸天’(학을 타고 
서쪽으로 가다), 또는 학을 타고 나는 모습인 ‘羽化’로 죽음을 나타낸다. 
천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뜻으로 ‘物化’, ‘物故’가 쓰이고, 죽으면 대자연으
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返真元’(본질)이 쓰인다. ‘遁化’의 ‘遁’은 ‘隱’자와 
같아서 ‘숨다, 은거하다’의 뜻인데 영혼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죽음을 완곡

13) 개신교에서는 ‘소천(召天)하다’고 하고, 천도교에서는 ‘환원(還元)하다’라고 한다. 가톨릭에선 성
사(聖事)를 받아 대죄(大罪)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하여 ‘善終’ 또는 ‘승천(昇天)하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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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낸다. ‘羽化’, ‘登仙’, ‘成仙’, ‘仙去’, ‘仙逝’, ‘仙遊’ 등은 일반화
되어 일반 중국인들이 사용하기도 한다(常敬宇 1995:52). 한국어에서는 
‘사람이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다’는 뜻으로 [羽化/登仙+
하다]로도 쓰이는데 ‘登仙하다’는 귀한 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도 한다.

(5ㄷ), (6ㄷ)의 기독교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 표현은 ‘歸主’(주께 돌
아가다), ‘上天堂’(천당에 가다), ‘見上帝’(하나님을 만나다)가 있다. 불교와 
도교에서 나오는 완곡 표현과는 달리 수량이 적으며 종교적인 색채가 깊
지 않다. 불교, 도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을 ‘순
교’(殉敎하다)라고 표현한다.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하늘나라로 
가다’(昇天)라는 완곡 표현은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만 다른 불교, 도교에
서의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다음 특수 상황에 따른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
 
(7) 중국어에서 특수 상황에 따른 분류 
ㄱ. 의외의 죽음: 暴卒, 暴死, 遇難, 不測
ㄴ. 자살: 吊頸, 短計, 短見, 伏劍, 抹脖子, 輕生, 輕身, 尋短見, 自斃, 自裁,    

            自殘, 自害, 自盡, 自屏, 自縊, 自賊, 自尋短見, 投河, 投繯, 懸梁,   
            仰藥, 跳樓, 跳黃埔, 殉情, 殉節, 殉教     

ㄷ. 굶어죽음: (餓)殍, (餓)莩, (行)殣, 捐瘠, 餓死
ㄹ. 죽을 때: 彌留, 臨化, 臨終, 臨訣, 臨絕, 臨命, 臨沒, 臨難, 屬纊, 
            行將就木, 奄奄一息, 氣若遊絲

(8) 한국어에서 특수 상황에 따른 분류
  ㄱ. 의외의 죽음: 폭사, 급사, 돌연사, 조난
  ㄴ. 자살: 자재, 자처, 자폐, 자해, 자결, 자진, 목매다, 투신, 한강에 뛰어들다,  
           음독, 순정, 순절, 순교         
  ㄷ. 굶어죽음: 행근(行殣), 아표(餓莩), 굶어죽다, 아사(餓死)하다
  ㄹ. 죽을 때: 임종(臨終), 망종(亡終), 임명(臨命), 속광(屬纊)

(7ㄱ), (8ㄱ)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暴卒’, ‘暴死’는 모두 갑작스러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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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말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갑자기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뜻으로는 ‘돌연사’(猝死), ‘급사’(急死)가 있는
데 명사로 ‘급사병’(急死病)이 쓰이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한중 언
어에서 모두 죽을 ‘死’로 표현하지만 ‘卒’를 써서 죽음에 대한 충격을 줄
일 수도 있다. 중국어의 ‘遇難’은 한국어에서 피동의 의미가 짙은 ‘조난’
(遭難)으로 쓰인다. 

(7ㄴ), (8ㄴ)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어휘로 ‘자재’(自
裁), ‘자폐’(自斃), ‘자진’(自盡), ‘자해’(自害)가 있다. 여기에서 ‘자해’(自害)
는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한다는 뜻인데 중국어의 ‘自賊’과 비
슷하다. 중국어의 ‘短-’, ‘輕-’에서는 짧고 가벼운 소견이 자살의 원인임을 
나타내고, ‘自-’와 관련되는 단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대한 강조의 
표현이다. 한국어에서 ‘자결’(自決)은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나타내고, ‘자진’(自盡)은 식음을 끊거나, 병들
어도 약을 먹지 않아 스스로 죽음에 이른다는 뜻으로 자살의 경위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자살할 때 사용하는 도구(伏劍/抹脖子: 칼), 장소(跳樓: 층
집, 跳黃埔/投河: 강), 방식(投繯: 죽으려고 비단 폭에 매달다, 懸梁: 들보
에 매달다, 仰藥: 약) 등으로 죽음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跳
樓’ 대신에 ‘투신’(投身), ‘跳黃埔’ 대신에 ‘한강에 뛰어들다’(跳漢江), ‘仰
藥’(약을 들다) 대신에 ‘음독’(飮毒: 독약을 마시다)을 사용한다. 보다시피 
한국어의 ‘몸을 던지다’, ‘독약을 먹다’보다 중국어의 ‘뛰어내리다’, ‘약을 
먹다’가 더 완곡한 표현이다.

(7ㄷ), (8ㄷ)의 굶어 죽는 것에 관하여 한중 언어에서 ‘殍’, ‘莩’는 모두 
‘아사자’를 뜻하고, ‘행근’(行殣)은 길 가다 굶어 죽은 사람을 말한다. ‘捐
瘠’(굶어서 죽음)의 ‘捐’(버림받다)은 피동의 뜻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모
두 ‘餓死’라고 표현한다. 

(7ㄹ), (8ㄹ)에서 사람이 죽는 때와 관련되는 단어 ‘속광’(屬纊)은 장례식
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어에서 지금은 ‘임종’(臨終)으로 대체하여 표현한
다. 같은 뜻으로 한국어에서는 ‘망종’(亡終)은 ‘망종길’, 즉 죽어서 저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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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길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임명’(臨命)의 경우는 거의 죽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임명종’(臨命終)으로도 쓰인다.14) 

일반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해도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른 표
현을 쓸 수 있다. 

(9) ㄱ. 성별별 
      ① [중] 남자: 壽終正寢(수종정침),  여자: 壽終內寢(수종내침）    
         [한] 천수를 다하셨다                          
     ② [중] 젊은 여자: 香消玉殞, 玉碎香埋, 玉碎珠沉, 珠沉玉隕, 蕙損蘭摧
  ㄴ. 가족별  
        [중] 風樹, 風木, 風枝, 大故, 見背, 棄養, 辭堂, 失怙, 失恃, 斷弦

           [한] 부모를 여의다, 부모가 돌아가다, 세상을 등지다, 사별하다
(10) 나이별 [중] 
    ㄱ. 요(夭): 20살 전,   ㄴ. 졸(卒): 20살 후,   ㄷ. 향년(享年): 60살 넘김,  
    ㄹ. 수(壽): 70살 넘김, ㅁ. 노(老): 천수를 다함

(9ㄱ①)에서 보다시피 중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병 없이 돌아가시면 
남자한테 ‘壽終正寢’(수종정침), 여자한테는 ‘壽終內寢’(수종내침)을 쓰는
데, 한국에서는 ‘천수를 다하셨다’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의 고대 시와 소
설에서 미인은 보통 ‘玉’(옥)으로 비유된다. (9ㄱ②)에서 보면 옥이 깨지는 
것을 나타내는 ‘香消玉殞’, ‘玉碎香埋’, ‘玉碎珠沉’, ‘珠沉玉隕’은 미인의 
죽음을 나타낸다. ‘蕙損蘭摧’의 ‘蕙’와 ‘蘭’은 모두 꽃의 이름인데 여자를 
비유하며 죽은 사람을 미화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중국 고대 시와 소설에
서 만든 말이며 지금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국
어에서 ‘혜분난비’(蕙焚蘭悲)는 혜초가 불에 타면 난초가 슬퍼한다는 뜻으
로, 벗의 불행을 슬퍼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중국에서 부모, 부부의 죽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

14)屬纊:古代漢族喪禮儀式之一。即病人臨終之前，要用新的絲絮(纊)放在其口鼻上，試看是否還有氣
息。屬，放置。此一儀式稱爲“屬纊”。因而“屬纊”也用爲“臨終”的代稱。(목숨이 끊어짐을 이르는 말이
다. 옛날 중국에서 사람이 죽어갈 무렵에 고운 솜을 코나 입에 대어 숨소리를 확인하였다는 데서 유
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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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장례 ㄴ. 관 ㄷ. 옷 ㄹ. 장소 ㅁ. 묘지 ㅂ. 사망자
[중] 
장례: 
辦喪事  
장례비용:
白色浪費  
[한] 
부의(賻儀),
전의(奠儀), 
향전(香奠)

 [중] 
長生板, 
長生木,
壽材, 板, 
板子, 六塊板   
[한] 
널

[중]
壽衣, 
長生衣,
私服
[한]
수의,
상복

[중]
太平房, 
太平間
[한]
영안실, 
안치소,
안치실 

[중]
吉地, 吉阡, 
靈域, 靈宅, 
阡原, 陰宅
[한]
길지, 음택

[중]
古人, 故人, 
故友, 亡友
[한]
고인, 고우,
망우

내, 할머니로 분류되어 완곡하게 표현한다. (9ㄴ)의 중국어에서 보다시피 
‘風樹, 風木, 風枝, 大故’는 모두 부모의 죽음을, ‘見背’는 부모나 윗사람
의 죽음을, ‘辭堂’은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죽음을 뜻한다. ‘失怙’는 아버
지(부모)를 여의고 ‘失恃’는 어머니를 여의며 ‘失怙恃’는 부모를 잃는다는 
뜻이다. ‘斷弦’은 부부금슬(夫婦琴瑟)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아내의 죽음을 
의미하고, ‘棄養’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하지 않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는 ‘부모가 돌아가시다’, ‘부모를 여의다’, ‘세상을 등지다’, ‘사별하다’로 
표현되며 중국어 완곡 표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설적이고 단일하다. 

(10)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죽음은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20살 전에 죽으면 ‘요’(夭), 스무 살 넘으면 ‘졸’(卒)이라고 하고 60을 넘기
면 대체로 생을 누렸다고 ‘향년’(享年)이라 하고 70을 넘겼으면 장수했다
고 ‘수’(壽)라고 구별했다.15) ≪說文解字≫에서는 70을 ‘老’라고 하였는데, 
자연의 순리대로 생명을 다하는 것, 즉 노인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16) 

<표2> 장례와 관련된 완곡 표현

마지막으로 장례에 관련된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17) 

15) 일찍 죽는다는 뜻으로 단절(短折), 요몰(夭歿), 요상(夭殤), 요서(夭逝), 요수(夭壽), 요졸(夭卒), 
요찰(夭劄), 요촉(夭促), 요함(夭陷), 조서(早逝), 조세(早世), 조졸(早卒), 횡요(橫夭)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16) 중국의 고전인 ≪禮記≫에는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
고 했고, 모두 두발(頭髮)의 변화 상태에 따라 ‘노’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회갑(回甲)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노’에 들어서는 단계로 생각해 왔으며, 인생 70을 ‘고래희’(古來稀)
라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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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ㄱ)을 보면 중국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을 ‘辦喪事’라고 하고 
장례식에 드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낭비를 ‘白色浪費’로 표현하는데 ‘白
色’은 장례 또는 장의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부의’(賻儀), ‘전의’(奠儀), 
‘향전’(香奠) 등 한자어로 초상난 집에 부조로 내는 돈이나 물건을 가리킨
다. (ㄴ)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棺’에 관련하여 소재인 ‘板’, ‘木’으로, 한국
어에서는 ‘널’로 표현한다. 

(ㄷ)의 중국어에서 ‘상복’(喪服)은 사적인 또는 비공개의 옷이라는 뜻인 
‘私服’로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 ‘사복’은 관복이나 제복이 아닌 사사로이 
입는 보통 옷을 가리킨다. (ㄹ)의 영안실은 중국어에서 ‘太平房, 太平間’으
로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인 ‘안치실, 안치소’ 등 일상적인 표현
을 한다. 또한 죽음의 금기어와 상반되는 길상어인 ‘長生, 壽, 太平’을 이
용하여 ‘長生板, 長生木’(관), ‘壽衣, 長生衣’(수의), ‘太平房, 太平間’(영안
실)으로 표현한다. 

(ㅁ)에서 보면 묘지를 가리키는 표현도 길하다는 뜻의 ‘길’(吉)과 신성하
다는 뜻의 ‘영’(靈)을 사용한다. 묘지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의 ‘천’(阡)을 
이용하거나 사는 집을 의미하는 ‘택’(宅)을 이용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표현
한다. (ㅂ)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모두 돌아간 사람을 친구(故友)로 
표현한다. 이러한 장례와 관련된 완곡 표현들은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이 모
두 ‘避凶求吉’의 심리로 인하여 불행한 일을 일상적으로, 길하게 표현하여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2) 동아시아에서는 일부 숫자도 길흉이 따른다고 생각하여 금기시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도 ‘四’자는 ‘sì’(쓰)로 읽히며 ‘死’자 역시 성조는 다르나 
발음이 비슷한 ‘sǐ’(쓰)라고 읽힌다. 한국의 금기담에 ‘넉사자는 죽을 사와 

17) 죽을 ‘사’(死)자 외에 비슷한 뜻으로 마칠 ‘종’(終)자가 있는데 어감이 다르다. ‘사’(死)란 육신이 
썩어가는 것을 말하고 ‘종’(終)은 사람 노릇이 끝남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소인이 죽으면 ‘사’(死), 
군자가 죽으면 ‘종’(終)이라고 하였다. 후에 귀천을 가려서 쓰기가 번잡하여 사와 종의 중간 정도의 
의미로 없어진다는 의미로 ‘상’(喪)을 써서 ‘상례’(喪禮)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관혼상제에서 죽음을 
다루는 예를 ‘사례’(死禮)라 하지 않고 ‘상례’(喪禮)라고 한다. 시신이 놓인 상태에 따라 달리 표현하
는데 상(牀)에 있는 것을 시(屍)라 하고 관에 있는 것을 구(柩)라고 하는데 입관을 하면 관(棺)이라 
하지 않고 구(柩)라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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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같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숫자 4(四)는 
‘사’로 읽어 죽을 사(死)자와 연관된다. 이외에도 일본어로도 4는 ‘시’(し) 
또는 ‘욘’(よん)으로 읽히며 전자는 ‘死’와 음이 같다.18) 4가 불길한 의미
로 쓰이게 된 것은 어음상의 원인뿐만 아니라 아마도 글자의 형태와도 관
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19) 숫자 4(四)를 죽을 사(死)와 연관 지어(이른바 
4공포증이 있어서) 빌딩이나 종합병원 같은 곳에는 4층이 없고 F(Four)로 
쓰거나 3에서 5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방 번호도 ‘4, 44’가 없다. 
중국에서 집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에서 14(yaosi)로 끝나는 것을 불길
하게 생각하는데 이유인즉 ‘要死’(yàosǐ)(죽으려 하다)와 비슷한 음이 되기 
때문이다. 

3) 불길한 어휘에는 명절 금기어, 손해 금기어, 직업이나 일상과 관련된 
금기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11) ㄱ. 명절 금기어: 凶(흉), 惡(악), 衰(쇠), 弱(약), 貧(빈), 窮(궁), 逆(역), 
                    悲(비), 哀(애), 卑(비), 賤(천), 死(사), 亡(망), 病(병), 
                    傷(상), 禍(화)                   
     ㄴ. 손해 금기어: 折(절), 賠(배), 輸(수), 背(배)
     ㄷ. 선박 금기어: 住(주), 飜(번), 沈(침), 停(정), 破(파), 漏(루)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에는 ‘깨지다, 못됐다, 죽다, 귀신, 잃다, 자르
다, 끝났다, 빈궁하다, 병났다’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는 가급적 입에 올리
지 않는다. (11)의 어휘들은 불행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경사스
러운 행사나 명절날에는 물론 평시에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금기에는 손해와 관련되는 단어가 많은데 중국 속담에 ‘要錢不要命’(돈
을 위해서는 생명도 버린다)이 있듯이 재산을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
하여 ‘折’(절), ‘賠’(배), ‘輸’(수), ‘背’(배)와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를 꺼렸

18) 일본에서는 뉴스에서도 4를 주로 ‘し’ 보다는 ‘よん’을 사용해서 보도한다. 
19)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는 “象四分之形，段注：‘謂口像四方，八像分也’”(四는 사방을 나누는 
모양을 따왔다. 口는 사방을 본떠 이른 것이고 八은 나누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다시 말하면 4
는 이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뜻을 확대하여 죽음과 연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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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결과

재수
없다

나쁘다 해롭다
불길
하다

흉하다
근심이
생긴다

부정 
탄다

팔자가
세다

218
(34.9)

56
(9.0)

39
(6.2)

39
(6.2)

34
(5.4)

27
(4.3)

9
(1.4)

8
(1.3)

6
(1.0)

다고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折’(손해 보다)과 ‘賠’(밑지다)를 싫어한다. 
노름꾼은 ‘背’(재수 없다) 혹은 ‘輸’(지다, 패하다)와 비슷한 음을 가진 
‘書’(서)를 싫어한다. 절강성 일대에서는 명절을 지낼 때 ‘招財進寶’, ‘和氣
生財’라는 글귀를 쓴다. 하지만 ‘財’의 偏旁 ‘貝’의 발음이 ‘背運’(운이 안 
좋음), ‘失財’(재물을 잃음)할까 봐 ‘財’의 偏旁 ‘貝’를 ‘見’으로 바꿔 썼다. 
이렇게 하면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좋아질 것이라 여겼다. 재
물의 손실을 방지하는 언어 금기는 아주 많은데 모두 재물과 운을 추구하
는 중국의 전통 민속을 반영한다.

중국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일상에서 불길한 일과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이나 그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을 꺼린다. (11ㄷ)에서 
보다시피 배를 타는 사람들은 ‘住(주), 飜(번), 沈(침), 停(정), 破(파), 漏
(루)’를 꺼리기 때문에 ‘箸’ 대신 ‘筷’, ‘飜’을 피하여 ‘帆布’를 ‘抹布’라고 
한다(陳亦愚 2004:23). 절강성에서는 대다수가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기르
기 때문에 ‘瘟’(급성전염병)자를 꺼려 같은 음인 ‘溫’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남성과 산동성에서는 밥을 지을 때 ‘少(적다), 沒(없다), 光(없다), 不夠
(부족하다), 爛(썩다), 破(망가지다), 完了(끝나다)’ 등 말을 꺼린다. 이런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밥이 적어지거나 없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설에 만두를 삶으면 만두가 터지더라도 ‘爛了’(흐물흐물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掙(蒸)了’(찌다)라고 하는데, 이때 식구들이 ‘掙了多少’하면 ‘掙了很
多了’라고 대답해야 한다. ‘梨’(배)는 ‘離’(이별하다)를 피해 ‘圓果’라 하고, 
‘苦瓜’(여주)의 ‘苦’(쓰다)를 피하여 ‘涼瓜’라고 한다(洪雁 2007:10), 

박정열(2003:55)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금기를 어겼을 때 일반적인 결과
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결과로 제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표3> 한국에서 금기를 어겼을 때의 일반적 결과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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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결과

병들다 죽다  가난해진다 복 나가다 이별하다
집안 

망하다
165

(26.4)
57

(9.1)
45

(7.2)
21

(3.4)
20

(3.2)
11

(1.8)
11

(1.8)

<표3>에서 보면 일반적인 결과인 ‘재수 없다, 나쁘다, 해롭다, 불길하다, 
흉하다, 근심이 생긴다, 부정 탄다, 팔자가 세다’라는 내용은 중국어에서의 
명절 금기어, 손해 금기어, 직업 금기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표4> 한국에서 금기를 어겼을 때의 구체적 결과와 표현

 
<표4>를 보면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질병’과 ‘죽음’에 관한 것인데 한

국에서 무병장수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바람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가난’에 관한 것인데 따뜻하고 배부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복 나가다’인데 ‘재수 없다’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운명
관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재수’, ‘복’, ‘팔자’는 중
요한 관심사이며 개인이 스스로 개척해서 성취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 
타고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연과 순리에 따르고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이다(김재은 1987, 이규태 1977). 마지막으로 ‘이별하
다’와 ‘집안 망하다’는 주로 가족의 이별과 죽음이 포함되는데 가족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두 나라에서 오복(五福)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금기담과 연결시켜 보면 남에게 덕을 베풀고 
귀하고 높은 신분을 얻으며 풍요롭고 건강하게 천수대로 사는 것이 서민
들의 염원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신비스러웠던 많은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 해석되고 첨단 과학
이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지만 금기의 그림자는 여전
히 한국인과 중국인의 생활에 드리워져 있다.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이나 
재앙을 피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심리이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것을 
특히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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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기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만큼 전통 의식이나 풍속
이 시대나 제도를 넘어서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경험
론의 인과율적 판단과 믿음에서 출발하였으며 금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6.1.3. 질병과 관련된 것

인류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건강을 추구한다. 질병을 
피하기도 하고 상서로운 것을 듣기 좋아하고 불길한 것을 듣는 것을 꺼린
다. 예로부터 ‘傷’(상), ‘病’(병), ‘殘’(잔)은 언어교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지
만 직접 말하는 것은 매우 꺼린다. 이에 대하여 張拱貴(1996:55)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2) 人們總是忌諱病, 古代人名有霍去病、辛棄疾就是證明。即生了病也盡量把
病說得輕一些或者含糊一些。例如說“不適”、“不舒服”比說“有病”語氣輕多了。不但
當事者願聽，說話人不致感到大的心理壓力。

사람들이 병을 기피하는 것은 곽거병, 신기질이라는 고대 인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증상에 대하여 가볍게 또는 모호하게 이야기한다. 예
를 들어 ‘有病’보다는 ‘不適’, ‘不舒服’으로 말하는 것이 청자가 듣기에도 좋고 심
리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질병에 관한 말을 에둘러 표현하여 그에 대한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공통적
인 인간 심리의 한 모습이다. <표4>에서 보다시피 한국인들의 금기담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이 질병에 관한 금기이다.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은 봉건
사회부터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낱말 주술에 의해 터부로 간주되는 말을 내뱉는 자는 화를 입을 수 있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중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인 터부인데 질병은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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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한국어 중국어

ㄱ. 천연두 마마, 호구별성, 강남별성, 
큰 손님, 두신(痘神)

見喜, 三號病,
時痘 

ㄴ. 홍역 작은 손님  癮疹 
ㄷ. 나병 문둥병, 천형병(天刑病), 한센병(Hansen) 大風, 惡疾
ㄹ. 쥣병 흑사병(黑死病), 페스트(pest) 一號病

ㅁ. 쥐통 괴질(怪疾), 호역(虎疫), 호열자(虎列刺), 
콜레라(cholera) 二號病

ㅂ. 장티푸스 [腸+typhus(독일어)]    凍天行

셋째, 동정과 배려에서 기인하여 환자에게 주는 불쾌감과 충격 그리고 두려움  
        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우선 한중 두 나라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의 명칭과 관련 
있는 완곡 표현을 살펴본다. 

<표5> 한중 언어에서 전염병의 완곡 표현

<표5>에서 볼 수 있는 ‘천연두, 홍역, 폐렴, 폐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은 20세기 초까지 맹위를 떨친 세균성 전염병인데 대부분 불치병이거나 
외모에 영향을 주는 무서운 병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하여 
병의 증상에 관련되는 것(문둥병, 흑사병, 장티푸스), 의사나 병균의 명칭
과 관련된 것(한센병, 페스트, 콜레라), 병의 정도성과 관련되는 것(괴질, 
호역, 호열자), 미신과 관련된 것(천형병, 마마, 호환마마, 호구별성, 강남
별성, 큰 손님, 두신)으로 분류된다. 

중국어에서는 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것(大風, 凍天行), 병의 안 좋은 
결과(惡疾)로 표현하기도 한다. ‘惡疾’의 ‘惡’은 본래 용모가 추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문둥병을 앓고 나면 외모가 추하게 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다. 또한, 전염의 정도성 순서에 따라 ‘一號病’(쥣병), ‘二號病’(쥐통), ‘三
號病’(천연두)이라고 부른다.20)

20)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 방지법≫의 전염병 순서에 따른 것인데 ‘四號病’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SARS)이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이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전염병이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인데 제4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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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천연두를 ‘큰 손님’, 홍역을 ‘작은 손님’으로 불렀는데 두려운 
대상에 대하여 오면 반기는 ‘손님’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이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심리를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신의 존재에 많이 
의지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천연두에 걸리는 것을 ‘見喜’(기쁜 일
이 생기다)로 표현한다.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질병을 무서워하여 자신과 
질병 사이의 피면할 수 없는 대립관계를 약화시켜 귀한 지위로 격상시켜 
보호를 받거나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현대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은 다음과 같다.
               
 (13)              [한]                [중]
 ㄱ. 암          종양, 켄서         腫瘤, 新生物, 惡疾    
 ㄴ. 성병        화류병, 사교병     花柳病, 暗疾, 難言之隱
 ㄷ. 설사        배탈나다          河魚, 河魚之疾, 河魚腹疾, 拉肚子   
 ㄹ. 상사병      사랑앓이          春病, 思春病, 心病　  
 ㅁ. 정신병      정신질환          失心, 失心風 
 ㅂ. 여드름      트러블            青春痘 

(13)에서 보다시피 외연이 넓은 ‘종양’(腫瘤)은 악성과 양성으로 나누기 
때문에 외연이 좁은 ‘암’보다 가벼운 표현인데 한중 언어에서 공통으로 쓰
인다. 한국어 표현을 보면 지칭하는 몸의 부위와의 상관성으로 병의 범주
를 넓혀 표현하거나(배탈 나다, 정신질환), 외래어를 사용한다(켄서, 트러
블). 성병은 중국어에서 기원한 ‘화류병’(花柳病)을 차용하고, 한자어 ‘사교
병’(社交病)은 중국어와는 다른 독특한 표현이다. 그리고 상사병은 고유어
로 ‘사랑앓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용어로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뜻의 ‘-
앓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어 표현을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본다. 

① 치료의 가망성, 결과를 중심으로 한 완곡 표현을 들 수 있다. (新生物-신생  
     물, 惡疾-결과가 안 좋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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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상처의 
표현

한국어 중국어

ㄱ. 병의 정도
① 중병
② 작은 병 
③ 가벼운 증상
④ 심한 증상

불치병
미양, 소양
안색이 좋지 않다
일어나지 못하다

絕症, 不治之症，暗疾
微恙, 小恙, 小毛病, 頭疼腦熱
氣色不好
臥床不起   

ㄴ. 발병 
① 고대
② 현재
③ 방언

② 좋지 않다,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

① 負薪之憂, 伏枕
② 不安, 不佳, 不康，不快，不適，
   不舒服, 不大好
③ 발병: 唔自然, 노인발병: 唔雄,  
   아이발병: 唔乖

ㄷ. 병에 대한 경어  병환 尊恙, 清恙, 貴恙 

ㄹ. 병의 악화 (병이) 도지다/
재발(再發)하다 重落 

ㅁ. 미병(未病) 亞健康 

ㅂ. 가벼운 상처 ① 掛彩, 掛花, 帶花, 掛紅        
② 挨了一下子, 劃了個口子 

② 환자군(患者群)에 따른 명칭인데, 화류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  
     다고 하여 ‘花柳病’(寻花问柳), 젊은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하  
     여 ‘青春痘’라고 한다. 

③ 증상이 일어나는 몸의 부위와의 상관성인데 마음의 병이라고 정신병을 ‘失  
     心’, ‘失心風’, 상사병을 ‘心病’, 설사를 ‘拉肚子’라고 하여 동정심과 위로를  
     자극하거나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④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표현한다(思春病, 河魚/河魚之疾/河魚腹疾).     
⑤ 마지막으로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질병에 관한 것인데 ‘暗疾’(드러나지 않  

     는 병)이라고 하거나 ‘難言之隱’(말 못할 사정)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질병을 지칭하는 범주를 넓혀서 모호하
게 표현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나 중국어는 한국어에 비하여 다양한 방식으
로 분류되고,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하여 외래어가 훨씬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표6> 한중 언어에서 질병과 상처의 완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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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병과 상처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유형이다.
<표6>의 (ㄱ)을 보면 한국어에서 중병에 관하여 ‘-病’자를 써서 확실하

게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病’자를 기피하고 ‘-症/-疾’를 선호한다. 두 
나라 모두 작은 병은 ‘경미하다’(微), ‘작다’(小), ‘안색이 좋지 않다’(氣色
不好), ‘일어나지 못하다’(臥床不起)로 표현한다.

(ㄴ①)에서 보다시피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고대 중국에서는 질병에 
관하여 특별히 기피하는데, 병이 나면 땔나무를 메고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뜻의 ‘負薪之憂’를 쓴다. ‘伏枕’(베개를 베다)은 침대에 눕는다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은 병을 가볍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ㄴ②)에서 
몸이 아프면 한국어에서는 ‘몸이 좋지 않다’, ‘몸이 불편하다’는 정도로 표
현하고, 중국어에서는 ‘不’, ‘欠’, ‘違’를 사용하여 ‘不安’, ‘欠安’, ‘違和’로 
표현한다. (ㄴ③)의 중국어에서는 방언에서도 특수한 완곡 표현이 있는데 
발병을 ‘唔自然’(나는 자연스럽다), 노인의 발병은 ‘唔雄’(나는 씩씩하다), 
아이의 발병은 ‘唔乖’(나는 말을 잘 듣는다)를 쓴다(陳亦愚 2004:17). 

(ㄷ)에서 병에 대한 경칭으로 한국인들은 ‘병환’을 쓰는데, 중국인들은 
‘尊恙’, ‘清恙’, ‘貴恙’을 쓴다. (ㄹ)에서 보다시피 병이 도지는 것을 중국어
에서는 ‘重落’, 한국어에서는 ‘재발’(再發)을 쓰는데 ‘重’, ‘再’는 모두 ‘거
듭하다, 반복하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병이 든 상태이므로 심한 고통을 느끼
지만, (ㅁ)의 ‘亞健康’은 완전히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이 든 상태라
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중간 상태를 말한다. ‘第三狀態’(제3상태)라고도 하
는데 중의에서는 ‘미병’(未病)이라고 부른다. 성장, 심리, 정서, 사상, 행동
으로 ‘亞健康’을 나누는데 중국어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건강에 
버금간다는 뜻으로 지칭한다.21) 

(ㅂ)에서 보다시피 상처를 입은 것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중국
어에서는 ‘掛彩’, ‘掛花’ 등 적극적인 단어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挨了一下子’, ‘劃了個口子’(-번 당하다)는 피동의 뜻으로 완곡하게 부상당
했음을 표현한다. 

21) ‘次健康’、‘第三狀態’、‘中間狀態’、‘遊移狀態’、‘灰色狀態’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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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亞健康’이나 ‘掛彩’, ‘掛花’, ‘帶花’, ‘掛紅’과 같은 표현은 완
곡 표현의 모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민속 금기나 선호의 본질은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깊이 이해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금기나 선호의 저변
에는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기피하고자 하는 ‘避凶求吉’의 심리적
인 요소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우아한 표현을 위한 완곡 표현

유가 사상이 지배적인 봉건사회를 거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남녀 사
이의 관계 및 성행위 등과 관련된 것을 매우 금기시하였다. 常敬宇
(1995:56)는 ≪漢語詞彙與文化≫에서 ‘發乎情, 止乎禮’(정에서 발하고, 예
에서 그친다), ‘男女有別’(남녀에는 구별이 있다), ‘男女授受不親’(남녀 간 
주고받는 것을 직접 하지 않는다) 등 옛 교훈을 제시하며 남녀 금기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魯寶元(1999:259-260)의 ‘萬惡淫爲首’(모든 악 가운데 
음란함이 첫째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중국인은 성적 욕망을 
가장 나쁜 욕구로 여겼다. 

옛날에는 성에 관하여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현대적인 관념으로 인해 입
에 담는 것 자체를 매우 저속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성, 생리 
현상 및 신체 등과 관련된 단어를 말하는 것을 언어 금기사항으로 정하는
데 이를 대체하는 완곡 표현은 현대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어휘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교양이 없고 고상하지 못
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은 예의와 염치를 중시하는 민
족으로 성을 의미하거나 이러한 종류를 연상하게 하는 어휘, 생리적 현상
과 장소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6.2.1. 성에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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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는 성에 관한 단어를 ‘褻瀆詞’라고 하면서 부득불 성에 관련
된 단어를 써야 할 경우에는 완곡하게 표현한다.22) 

(14) 성 관련 표현(1)
  ㄱ. 성기： [한] 그것, 거기, 거시기, 아래                     
            [중] 那個, 那裏, 下部, 下身, 興哥, 小弟弟, 老二
  ㄴ. 성행위：[한] 관계, 밤일, 일, 잠자리, 사랑을 나누다, 같이 자다, 하다      
              [중] 那個, 那事, 辦事, 房事, 秘事, 同房, 同居, 同床, 交合, 合歡,  
                  睡覺, 做愛，夫妻生活, 男女關係, 雲雨, 顛鸞倒鳳
  ㄷ. 혼전 임신: [한] 속도위반하다 
  ㄹ. 혼전 동거: [중] 先上車後補票, 試婚, 小婚 

                  
한중 언어에서 성기에 관하여 명확한 지칭을 피하여 지시대명사 ‘그(那

-)’, ‘아래(下-)’, ‘부위(-部)’와 관련된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어에서도 직접 말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인 ‘거시
기’로 표현한다.

(14ㄱ)에서 보면 중국어의 ‘諱狼籍，故稱榔頭爲興哥’(난잡한 것을 꺼리
므로 망치를 ‘興哥’라고 칭한다)에서 ‘榔頭’(망치)는 고대 중국인들이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다.23) 이것은 남성에만 이러한 표현을 쓰는 남존 
사상과 남성의 것은 불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인데 같은 이유
에서 ‘小弟弟’, ‘老二’과 같이 친근하게 표현한다. 

(14ㄴ)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성행위에 관하여 ‘일’(事)이나 서로를 의미
하는 ‘관계’(關係)로 표현하고 일상적인 ‘하다, 자다’로도 표현한다. 중국에
서도 ‘那-’, ‘-事’로 표현하거나, ‘함께-’의 뜻이 있는 ‘同-’, ‘交-’에 초점
을 둔다. 즐겁다는 뜻의 ‘-歡-’으로, 또는 일상적인 생활(-生活, 睡覺)이나 
관계(關係)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중국어의 ‘做愛’는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영어의 ‘make love’에서 온 것으로 객관적인 표현인 데 비하여 한국어의 
‘사랑을 나누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雲

22) ‘褻瀆’는 ‘얕보고 깔보다. 모멸하다. 더럽히다. 모독하다’의 뜻이다. “孔子廟附近禁止喧嘩免得褻
瀆聖人。”(공자묘 부근에서는 성인을 모독하지 않도록 떠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
23) ≪古今筆記精華≫에 수록된 陸容 ＜菽園雜記＞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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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운우), 즉 바람과 비로 완곡하게 남녀관계를 비유하여 표현한다. ‘顛鸞
倒鳳’은 남녀가 얽혀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완곡 표현은 중국의 고전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온다.24)

(14ㄷ)의 한국어에서는 혼전 동거하여 임신했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차가 속도를 위반했다’고 한다. (14ㄹ)의 중국어에서는 ‘혼전 동거’를 ‘先
上車後補票’(먼저 차에 오르고 표를 산다)라고 하거나 결혼생활을 해본다
는 뜻의 ‘試婚’(시혼)이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小婚’(소혼)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일을 해결하거나 해본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한국에서는 
사고를 친다는 소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성 관련 표현(2)
    [한] 성폭행         성희롱            콘돔               피임
    [중] 汙辱, 強暴     吃豆腐            安全套, 小雨衣     計劃生育

(15)의 중국어에서는 성폭행은 ‘汙辱’(모욕하다), ‘強暴’(난폭하다)을 쓰고 
성희롱은 ‘吃豆腐’(두부를 먹다)라고 하여 한국어와는 달리 가급적 ‘성’(性)
자를 기피한다. 중국어에서는 콘돔을 ‘安全套’(안전), ‘小雨衣’(비옷)로 완
곡하게 표현하고 한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한다. ‘피임’이라는 단어도 
중국에서는 ‘계획생육’(計劃生育)으로 대신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산아제
한(産兒制限) 혹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6.2.2.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것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언어교류에서 배설에 관련한 것은 혐오감을 느
껴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한다. 한중 언어에서는 생리적 현상을 직접 언급
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배설물과 배설행위, 배설장소, 월경, 출산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4) 전국시대 초나라 宋玉이 지은 ≪高唐賦≫(고당부)에서 초회왕이 고당에 간적이 있는데, 하루는 
꿈속에서 무녀와 만났다고 한다. 그 무녀가 떠날 때 자신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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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한국어 중국어

ㄱ.
배설
물
또는
행위

대
변

큰 것, 뒤, 응가, 큰 거 하다, 큰 일 보다, 
볼일을 보다, 뒤를 보다, 먼데 보다, 오래 
걸리다, 용변보다, 응가하다 

大解, 解手, 淨手, 
大號, 上大號,   
大恭, 出恭 

소
변 작은 거, 소피(하다), 쉬(하다)

작은 것 하다, 작은 일 보다, 

小解, 解小手, 
小號, 上小號,
小恭

ㄴ.
배설 행위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去一下洗手間, 
去方便一下, 出去一下, 
方便方便, 走動走動

<표7> 한중 언어에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완곡 표현

<표7>에서 (ㄱ)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크고(大) 작은 것(小)으로 나타내기
도 하고 모호한 표현인 ‘뒤’(방향), ‘먼데-’(장소), ‘오래-’(시간)를 사용하기
도 한다. 한국인들의 인상 속에 ‘뒤’는 어둡고 은밀하고 감추고 싶은 뉘앙
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곡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응가’나 ‘쉬’는 
어린아이를 상대하여 쓰이는 것이고 한자어 ‘소피’(所避)는 ‘피하는 것’이
라는 뜻으로 ‘오줌’을 지칭하는데 독특한 완곡 표현들이다.

중국어에서는 배설에 관하여 ‘大’(큰 것), ‘小’(작은 것), ‘解’(해결), ‘手’
(손), ‘號’(번호), ‘恭’(공손)을 사용한다. ‘淨手’, ‘解手’는 ‘手’(shǒu)와 변을 
가리키는 ‘溲’(sōu)와의 해음 관계로 인하여 완곡 표현이 된다.25) 예전에 
과거시험 볼 때 ‘出恭入敬牌’를 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했기 때문에 ‘出恭’
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나타냈다. 처음에 남성에게만 제한되어 사용되다
가 이후에는 남녀 모두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ㄴ)을 보면 배설 행위에 관하여 한국어에서는 부사어 ‘잠깐’, 중국어에
서는 동량사 ‘一下’를 써서 공손하고 모호하게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는 동
사 ‘解’, ‘淨’, ‘出’, ‘上’에서 ‘上’이 가장 많이 쓰이고 한국어에서는 ‘하
다’, ‘보다’가 가장 많이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첩어 ‘方便方便’, ‘走動走
動’을 쓰는 점이 독특하다.

25) ‘淨手’, ‘洗手間’의 경우 화장실에 가면 꼭 손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완곡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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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언어에서의 배설물을 모두 ‘큰 것’ 또는 ‘작은 것’으로 표현하고 범
주를 넓혀 모호한 동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은밀함의 상
징인 ‘뒤’를 이용한 것, 감탄사를 이용한 고유어를 이용한 것, 한자어 소피
를 이용한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고사를 이용한 것, 번호를 이용하는 것, 
해음을 이용한 것, 반복 합성어를 이용한 점이 독특하다.

(16) 배설장소: 변소
 ㄱ. [중] 茅廁, 東司, 東淨, 西閣, 西淨, 舍後, 更衣室, 雪隱, 厠間, 
         洗手間, 衛生間, 一號, 盥洗室, WC26)

 ㄴ. [한] 측간(厠間), 변방(便房), 정방(淨房), 정랑(淨廊), 동사(東司), 
        동정(東淨), 서각(西閣), 서정(西淨), 설은(雪隱)
 ㄷ. [한] 화장실，WC, rest room, 먼데, 작은집, 뒷간, 해우소(解憂所), 

(16ㄱ)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는 화장실 낱말 자체도 완곡하게 표현한
다. 중국 민간에서 풀로 가린 곳이라 하여 ‘茅廁’, 화장실은 반드시 서쪽
에 있어야 한다고 ‘西閣’, 집 뒤에 있다고 하여 ‘舍後’라고 하였다. 당나라 
때에는 ‘更衣室’, 송나라 때에는 ‘雪隱’이라고도 하였다. ‘蓋雪’은 깨끗이 
한다는 뜻이고 ‘隱’은 은밀한 곳이라는 뜻으로 ‘설은’(雪隱)은 은밀한 곳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27) 지금 중국어에서는 ‘洗手間’(손 씻는 곳), ‘衛生
間’(위생을 지키는 곳), 숫자 ‘一號’로 화장실을 지칭하는데 ‘화장실에 가
다’를 ‘上一號’라고도 한다.28) 

26) WC라는 서양이름을 빌려와 소리대로 ‘다불유시’(多不有時)라고 써놓은 변소를 보면 주인장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곳은 대부분 한적한 수행 분위기 카페이거나 친환경을 지향하는 음식
점이기 때문이다.
27) 중국에서는 ‘雪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 송대에 ‘雪竇嘗’이라는 
스님이 강서 ‘靈隱寺’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하여 여러 스님들이 ‘설은사 변소의 화상(和尙)’이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이때부터 ‘雪隱’이 화장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됐다고 한다(百度사전). 한국에서도 
대변소ㆍ소변소를 말하며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다음 백과사전). 중국, 한국에서 지금은 ‘雪隱’을 거
의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 관동지방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셋친마이리(雪隱參り)라고 하여 변소에 
참배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한국어일문일어학회 2003:206) 
28) 중국 옛날 화장실의 변기 모양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칭한다는 설과 ‘如厠之事，是頭號
大事’(화장실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속어가 있어서 ‘一號’로 지칭한다는 두 가지 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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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측간’(厠間)이란 표현뿐만 아니라 
‘먼데, 작은집, 뒷간, 변방, 정방’도 썼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온 이름으로 조선 시대 상류층에서부터 사용하였던 화장실 이름 
‘측간’(厠間)은 뒷간을 말하는데, ‘뒷간’은 뒤를 보는 공간 또는 몸채 뒤에 
으슥한 곳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다. ‘정랑’(淨廊)은 절에서 쓰는 화장실 이
름이다. 깨끗한 데를 가리키는 말로 부처의 세계와도 통하는 심오한 뜻인
데 ‘淨房’과 더불어 그런 곳일수록 맑아야 한다는 의도가 있다. 이런 표현
은 대부분 한중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온 완곡어들이다.

한자어 ‘변소’(便所)는 한국어에서 ‘똥간’에 비하면 비속한 어감이 덜하
지만, 지금에 와서는 (16ㄷ)에서의 ‘화장실’이 더 완곡한 표현이다. 이는 
예전에는 완곡 표현이었던 ‘변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곡성이 약화되
어 금기어로 되었음을 나타낸다.29) ‘해우소’(解憂所)는 근심을 푸는 곳이라
는 뜻인데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번뇌이니 
뜻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다.30)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성(性)이 죽음과 더불어 부정과 관련된 대표적
인 금기의 대상이었다(김열규 1978). 여성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월
경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不淨)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월경은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인 터부와 맞물려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17) ㄱ. 월경
      ① 생리(生理하다), 마술에 (걸리다), 매직하다, 그거(하다), 달거리
      ② (來)大姨媽, 倒黴(了), (來)例假, (來)那個, (來)事了, (來)紅
    ㄴ. 임신
      ① 아기를 가지다, 몸이 무겁다, 두 몸이 되다, 경사가 나다    

29) 김미형(2009:80)에 따르면 지금 변소의 대체어인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물을 내리도록 설치된 
곳을 지시하고 한자 뜻 그대로는 화장을 하는 방으로 어감이 더 좋다. 양옥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용변뿐만 아니라 씻고 화장하는 기능이 생기면서 ‘화장실’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었다. 재래식 변소
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현대식 화장실에서는 간단히 화장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부여된 표현이라고 본다.
30) 진주 다솔사에서 산골짜기에 오두막 정자 한 채를 지어놓고 화장실로 쓰며 ‘해우정’(解憂亭)이라 
현판하며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 후 다른 절에서도 이 명칭을 받아들여 널리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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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有了, 身子重, 身懷六甲, 有喜, 害喜, 添喜        
     
(17ㄱ①)에서 보면 ‘월경’에 관하여 20～30년 전에 한국에서는 ‘달거리’

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생리하다’, ‘마술에 걸린 날’, ‘그거하
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17ㄱ②)를 보면 중국어에서는 [大姨媽/好朋友＋來＋了], [來＋例假／事
兒＋了]로 표현한다. ‘來例假’는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되어 직장에 휴가 신
청을 하게 되더라도 급여는 변함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이다. 
‘倒黴了’(재수없다), ‘來事了’(일이 터지다), ‘來例假’(휴가신청)에서 보다시
피 중국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한국에서는 예사 표현인 ‘생리
하다’, ‘달거리’로 표현하거나 ‘마술에 걸리다’, ‘매직하다’ 식으로 신비로
움을 더하여 불쾌한 느낌을 줄여준다. 중국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한자
어, 고유어, 외래어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한중 두 나라 모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不孝有三, 無後爲大’에
서 보듯이 후손을 두는 것을 중요시한다. (17ㄴ①,②)에서 보면 여자가 임
신하면 중국에서 ‘傳宗接代’(혈통을 잇다)를 할 수 있어서 ‘好事’(호사), 
‘喜事’(희사)로 생각한다. 임신한 것을 ‘有喜’(좋은 일이 있다), ‘懷喜’(좋은 
일을 품다)라고 하고 입덧하는 것은 ‘害喜’(입덧하다), 아이를 낳으면 ‘添
喜’(좋은 일을 보태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기를 가지다’, 
‘몸이 무겁다’라고 하고, 중국어의 ‘好事’(호사)라는 표현 대신 ‘경사’(慶事)
가 쓰인다.

위에서 다루었던 성과 생리적 현상에 관한 완곡 표현에서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완곡 표현의 완곡성이 약화되어 또 다른 금기어가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완곡 표현의 가변성을 잘 보여준다. 

6.3. 사회적 배려를 위한 완곡 표현

위에서 다룬 내용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금기시하는 내용에 대한 
완곡 표현이라면 아래에 다룰 내용은 금기어에 한정되지 않는 많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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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현들이 우회적인 장치로 완곡 표현이 된다. 사회적 배려를 위한 완
곡 표현은 직업에 관련된 것,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 사회적 현상과 관련
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6.3.1. 직업에 관련된 것

성금자(2008:48)에 의하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격상시
켜 불러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
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보상심리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서 존중을 얻으려 한다. 완곡 표현들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치와 만
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남을 존
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고 직업에 관한 완곡 표현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옛날 각종 직업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에 관해 금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평소 출어할 때 다음과 같은 금기담이 있다.

(18) ㄱ. 출어 전 상가 집에 다녀온 사람은 바로 승선하지 않는다.
     ㄴ. 출어할 때 달걀은 가져가지 않는다.
     ㄷ. 출어하는 사람은 잔치 집에 가지 않는다.
     ㄹ. 조업 중 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ㅁ. 조업 중 달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ㅂ. 배 안에서 쥐는 잡지 않는다.

(18ㄱ, ㄴ)은 ‘상가=죽음’, ‘깨지기 쉬운 물건(달걀, 오리알, 접시 등)=파
산, 조난, 침몰’을 연상하여 바다에 나가서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생긴 금기담이다. 고기잡이는 살생이어서 잔치와 상극관계
이므로 (18ㄷ)과 같은 금기담이 있다. 

(18ㄹ~ㅂ)은 조업 중 금기인데 부정한 소리와 조난, 파산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금기하였고 쥐는 풍랑을 예고해 주는 지혜로운 동물로서 잡는 것
을 금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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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折本’(손해 보다)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
기 때문에 해음자인 ‘舌’(she)도 말하기를 꺼렸다. 선박과 관련된 일을 하
는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는다는 ‘沈’(chen)을 두려워해서　 해음자인 
‘盛’(cheng)을 피하여 ‘盛飯’(chengfan)을 ‘添飯’(tianfa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老板’(laoban)과 ‘撈板’(laoban)(널을 건지다 뜻으로 조난당함을 
연상하게 됨)이 해음이어서 선장은 ‘船老大’(우두머리), ‘掌櫃的’(주인)으로 
바꿔 부르게 하였다(洪雁 2007:10).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선박의 조난을 두려워하여 부정한 소리를 듣는 
것을 금기시한 점은 같지만 중국어에서는 금기음을 피하여 다른 어휘를 
대체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금기담으로 알려져 사람들이 그러한 말이나 행
동을 안 하는 것으로 금기를 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한중 두 
나라 선인들의 풍습, 신앙, 언어생활, 생업, 사고의식, 인간관계 등에 상당
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직업에 관하여 새롭게 생성된 완곡 표현은 그동안 비하하고 천하
게 여겨왔던 직업들이 대부분이다. 한중 직업에 관한 완곡 표현을 보면 다
음과 같다.

                         
(19) 
                         [한]                     [중]
 ㄱ. 식모(保姆)31)        가정부, 가사도우미,      家政人員, 阿姨,
                        파트타이머              鍾點工   
    노동자(工人)         근로자, 블루칼라         藍領   
 ㄴ. 간호원(護士)        간호사                  白衣天使  

  우편배달부(郵遞員)   집배원                  綠衣使者 

(19ㄱ)에서 보면 집안일을 돕는 것을 하나의 전문직처럼 표현하는데 시
간제 일에 종사하는 ‘파트타이머’, ‘鍾點工’이 있다. 한국어의 ‘가정부’나 
중국어의 ‘家政人員’은 의례적인 지칭처럼 보이지만 ‘식모’나 ‘保姆’에 비

31) 1960년대 도시화의 바람으로 서울로 올라와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던 ‘공돌이’, ‘공순이’이다. 부
잣집에 숙식하며 살림을 돕던 여성을 지칭한 ‘식모’, ‘솥뚜껑 운전수’, ‘미숙(米熟)이’, ‘밥모’ 등은 지
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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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품위를 격상시킨 표현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의 [한자어+고유어]로 
된 ‘가사도우미’는 봉사한다는 의미로 친근감을 주는 표현이고 중국어에서
는 가까운 사이에서 쓰이는 호칭어인 ‘阿姨’로 친근하게 표현한다. 중국에
서 정신노동자는 ‘白領’이고 육체노동자는 ‘藍領’으로 표현하지만, 한국에
서는 외래어인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쓰는데 이러한 완곡 표현은 두 
가지 노동을 평등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19ㄴ)을 보면 한국어의 ‘간호
사’, ‘우편집배원’에 비하여 중국어에서는 격상된 표현인 ‘白衣天使’, ‘綠衣
使者’를 사용한다.32)

(20) ㄱ. 매춘부(妓女) 　
        [한] 직업여성, 양공주                                
        [중] 煙花女子, 風塵女子, 青樓女子, 小姐, 三陪 
     ㄴ. 중매쟁이(媒婆) 
        [한] 월하노인, 적승자, 빙인, 결혼상담사, 커플매니저, 웨딩매니저
        [중] 紅娘, 月下老人, 赤繩者, 冰人, 冰下人, 冰翁   

성 관련 표현 중에는 매춘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 방면에서 한중 두 
나라는 비슷하다. (20ㄱ)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직업여성’ 또는 ‘양공주’(옛
날에 서양 사람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로 부르는데 중국어에서 ‘직업여
성’은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사회 생활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중국에서 옛
날에 매춘부를 ‘娼妓’(창녀)라고 불렀는데 완곡하게 ‘煙花女子’，‘風塵女
子’，‘青樓女子’로 지칭한다.33) 중심어 ‘-女子’를 수식하는 ‘煙花’는 기녀
를 뜻하고 ‘風塵’은 기녀의 생활을 지칭하고 ‘青樓’는 기생집을 말한다. 한
국에 ‘아가씨’라는 단어는 그냥 젊은 여자를 칭하지만, 중국에서는 부정적
인 의미로 매춘부인 ‘三陪小姐’를 가리킨다.34) 

32) 한국에서 간호사는 원래 ‘간호원’이었는데 1980년에 의료법이 수정되면서 ‘간호사’가 전문직이 
되어서 ‘-사’를 붙여서 정식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33) ‘青樓’는 본래 청색의 집을 가리키며 기생집은 아니었다. 옛날에는 황제가 사는 곳, 또는 화려하
고 호화로운 가문의 상징이었는데 후에 문헌에서 잘못 와전되어 지금은 기생집을 지칭한다. 중국 고
대 기생집을 지칭하는 平康、北裏、章台 등에 비하여 형상감과 우아함을 더한다. 기생집을 완곡하게 
‘風月之所’，‘煙花之地’라고도 한다.
34)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신조어인데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시중드는 여성접대부나 매춘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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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의 완곡 표현은 전통적인 문화 특징도 드러낸다. 자국의 문화
에서 기원한 완곡어는 서로의 교류의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문화 
특징도 드러낸다. 

(20ㄴ)에서 보면 ‘紅娘’은 중국고전 작품 ≪西廂記≫에서 중매꾼을 지칭
하는 말이다. ‘月下老人’(월하노인)은 남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인데 ‘월하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적승자’(赤繩者’)가 쓰이기
도 한다. ‘冰人’, ‘冰下人’, ‘冰翁’이라고도 하는데 빙상은 양이고 빙하는 
음인데 음양을 관하여 ‘빙하가 풀리면 혼인이 성사된다.’는 고사에서 왔
다.35) 한국어에서 ‘중매쟁이’는 지금 ‘결혼상담사’, ‘커플매니저’, ‘웨딩매니
저’라고도 부르는데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야 할 만큼 전문직으로 각광
을 받고 있다.36) 

(21) 직업 관련 표현
                             [한]                    [중]
 ㄱ. 농민근로자(農民工)    생산직 근로자,         外來務工人員,
                         공돌이, 공순이          打工仔, 打工妹  
 ㄴ. 하던 일을 멈춤       붓을 놓다              掛拍, 掛鞋, 擱筆  
 ㄷ. 수선하는 곳          구두병원, 옷병원        鞋博士          

(21ㄱ)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21세기 새로운 공돌이 공순이가 된 비정규 
노동자’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돌이’, ‘공순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를 지칭하였다.37) 이외에 공돌이와 공순이는 완곡하게 생산직 근로자를 

키는 말이다. 원래는 세 번 배석한다는 뜻인데 성매매의 의미로도 쓰인다. 
35) 冰上为阳, 冰下为阴, 主阴阳之事…… 冰河开了, 婚姻也就成了。
36) 한국에서 ‘중매쟁이’ 외에 쓰이는 ‘중신애비’는 남의 혼인을 중매하는 남자를 홀하게 이르는 말
이고 ‘마담뚜’는 부유한 계층이나 일부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적인 여자 중매쟁
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결혼 상담 관리사’(커플매니저, 웨딩매니저)라고도 하는데 결혼 예정자 
또는 재혼, 만혼,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에게 적합한 이성 대상을 주선한
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남 절차를 카운슬링하여 연결, 대행해 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직종이다. 
37) 대우조선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 (21세기의 새로운 공돌이 공순이 “비정규노동자”),(노
동과 세계,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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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할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명칭도 완곡 표현에 속한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온 농촌 사람들을 청
자가 듣기 불쾌한 ‘農民’을 빼고 ‘外來務工人員’(외래근로자)이라고 하고 
젊은 남자는 ‘打工仔’, 젊은 여자는 ‘打工妹’라는 친근한 표현을 쓴다. 

(21ㄴ)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掛拍’(라켓을 놓다), ‘掛鞋’(신발을 간수하다)로 표현한다. 한중 두 나라에
서 모두 작가가 창작활동을 그만두는 것을 ‘擱筆’(붓을 놓다)이라고 표현
한다. 이는 운동이나 창작에서 필수품인 ‘라켓’, ‘신발’, ‘筆’을 부각시켜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단어인 ‘그만두다’를 대체하는 환유표현이다. 

(21ㄷ)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구두를 수선하는 곳을 ‘구두병원’, 옷을 수
선하는 곳을 ‘옷병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병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어 좋은 완곡 표현이 된다. 중국에서는 ‘鞋博士’라고 하는데 그 전문
직에는 최고라는 뜻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았던 완곡 표현들은 위악어, 또는 중립어로 표현된 직업 명칭
들을 부연, 우회해서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의 긍정적인 면
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그 집단의 주체성
과 사회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격상시켜 준다. 

6.3.2.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

개인 신상에 관련한 완곡 표현은 신체장애, 개인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6.3.2.1. 신체장애와 관련된 것

신체 장애인들을 언급할 때 그들의 심리적인 위축이나 상처를 최소화하
기 위해 항상 완곡한 방식을 이용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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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한국어 중국어
ㄱ. 병신(殘廢) 장애인, 장애우 殘疾人, 殘障, 傷殘, 手腳不靈

ㄴ.
절름발이
(瘸子）

지체장애우,
몸이 불편하다

腿腳不靈活, 走路不方便 

ㄷ.
말더듬이
(結巴）

언어장애우 口吃, 半語子, 舌頭不好使

ㄹ.
소경
(瞎子）

시각장애우, 
시력을 잃다

視覺障礙, 眼睛不好使
盲人, 失明, 失目, 

ㅁ.
귀머거리
(聾子）

청각장애우,
청력을 잃다

聽殘, 耳背, 重聽, 失聰, 失聽,
耳朵不靈光, 耳朵不好使, 聽覺障礙,  

  耳朵有點不太好, 耳朵有點問題
ㅂ. 머저리(傻子）  지적장애우   智障, 弱智, 低智, 低能
ㅅ. 벙어리(啞子）  언어장애우   語言障礙

<표8> 한중 언어에서 신체장애와 관련된 완곡 표현

<표8>의 한중 언어에서 장애와 관련된 ‘병신,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말더듬이, 머저리, 미치광이’, ‘瘸子, 瞎子, 聾子, 啞子, 禿子, 結
巴, 大舌頭, 傻子, 瘋子’ 등 어휘는 모두 상대방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얕
잡아 말하는 것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38) 

한국어에서는 ‘장애인’과 그보다 더 친근한 표현인 ‘장애우’로 표현하는
데 ‘지체’, ‘언어’, ‘시각’, ‘청각’, ‘지적’ 등의 어휘를 붙이면 모두 종속관
계 명사구로 간단하게 완곡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
식이 예전의 복지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이와 관련된 완곡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障
(장애)’(殘障, 智障), ‘-障礙(장애)’(視覺障礙, 聽覺障礙, 語言障礙)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또한, 주술구인 ‘手腳不靈活’(손발이 불편하다), ‘腿腳不靈
活’(다리가 불편하다), ‘走路不方便’(걸음이 불편하다), ‘精神失常’，‘精神異
常’(정신이상), ‘耳朵不靈光’, ‘耳朵有點不太好’, ‘耳朵有點問題’(귀에 문제
가 있다), ‘口齒不清’(발음이 어눌하다)으로도 표현한다. 여기에서 부정부

38) 고유어가 비속어가 된 것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의미를 표현하더라도 한자어는 높게, 우
리말은 낮게 대접받다 보니 말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낮은 존
재로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여 비속어처럼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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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不’, 정도부사 ‘不太’, ‘有點’을 사용하여 더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
어의 경우 ‘殘廢’(잔폐)보다 ‘殘疾人’(장애인)이 긍정적인데 ‘人士’(인사)를 
붙여 ‘殘疾人士’라고 격상시켜 표현한다. 중한 두 나라에서 모두 장애인을 
더 존중해 가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시력을 잃다’(失明/失目)와 ‘청력을 잃다’(失聰/失聽)는 ‘잃을’ ‘失’을 써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지체장애우를 ‘몸이 불편하다’고 
하듯이 중국어에서도 ‘-不好使(불편하다)’를 사용하여 ‘眼睛不好使’(눈이 
불편하다), ‘耳朵不好使’(귀가 불편하다), ‘舌頭不好使’(혀가 불편하다) 등
으로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발음이 똑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大
舌頭’(혀가 길다)라는 신체적 결함을 꼭 짚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
하여 ‘口齒不清’(말이 또렷하지 못하다)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어떤 사람이 신체적 장애 있는 경우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금기에 앞서 인간적인 예의이다. 2013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한국에서는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중국에서도 ‘特殊奧
林匹克運動會’(Special Oliympics)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신체적 결함을 정상인과 조금 다르다고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에둘러 표현하여 장애인들과의 친근함을 높이고 그들의 자존
감을 높이는 것이 이러한 완곡 표현의 발전추세이다.

6.3.2.2. 개인평가와 관련된 것

개인 평가는 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이, 몸매, 신체적 변
화, 품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개인평가에 관한 화제는 매우 예민한데 
그것은 사람들의 체면의식과 상관된다. 체면의식은 대인관계를 위한 역할 
기제로서 ‘남의 이목’과 ‘치례’에 대한 규제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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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뚱뚱하다 (나) 마르다 (다) 못생기다   
ㄱ. {여자}
[한] 복스럽다, 통통하다, 
    여유가 있다,  
[중] 豐滿, 富態, 發福, 福相  

ㄱ. {여자}
[한] 호리호리하다, 
     날씬하다, 슬림하다  
[중] 苗條, 纖細, 衣瘦了,
    骨感美 

[한] 보통이다,
[중] 相貌平平，
    長得一般, 
    大衆化

ㄴ. {남자} 
[한] 건장하다, 복스럽다   
[중] 壯, 富態, 發福, 福相, 將軍肚

ㄴ. {남자} 
[한] 날렵하다, 미끈하다
[중] 精幹, 幹練 

[한] 성격 있다,
    개성 있게 
    생기다
[중] 有創意，
     對不起觀眾  

ㄷ. {아이} 
[한] 튼튼하다, 통통하다
[중] 壯, 發育好, 結實

ㄷ. {아이}
[한] 참하다, 청순하다
[중] 秀氣, 清秀 

<표9> 한중 언어에서 외모와 관련된 완곡 표현

                       
<표9>에서 (가)의 ‘뚱뚱하다’는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에는 나쁜 

말로 간주되지 않았고 뚱뚱할 수 있다는 것은 타고난 복이라고 여겼다. 그
러나 지금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게으른 인상을 주어 아주 싫어한
다. 그래서 한중 두 나라 모두 부유하다는 뜻의 ‘富’와 복스럽다는 ‘福’을 
많이 쓰고 ‘배불뚝이’도 ‘사장’이나 ‘將軍’(장군)에 비유하여 좋은 이미지로 
표현한다.39) 한국어에서는 여성과 아이에 대하여 ‘통통하다’고 표현하여 
귀여운 의미를 더해 준다. 중국인들은 뚱뚱한 사람한테 ‘肥胖’이라는 직접
적인 표현 대신 완곡어로 표현한다. 여성들에게는 ‘豐滿’(풍만), ‘富態’(부
티가 난다), ‘發福’(몸이 좋아졌다), ‘福相’(복상) 등의 완곡 표현을 쓰는 것
은 기본 예의이다.40) 남성이나 아이에게는 ‘건장하다’(壯)나 ‘튼튼하다’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앤다.

(나)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마른 여성의 몸매는 날씬하다고 하고 마른 
남성의 몸매는 생김새나 차림새가 훤칠하고 말쑥하며 맵시가 있다는 뜻의 
‘날렵하다’, ‘미끈하다’를 써서 완곡하게 표현한다. 아이도 모든 면에서 우

39) 배 나온 사람을 한국어로 ‘배 사장’, ‘배둘레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듯이 중국어에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將軍肚’이다. ‘배둘레햄’이라고 부르는 뱃살은 ‘spare tire’라고 
타이어처럼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 때문이라고 한다.
40) 過勞肥：중국어에서 스트레스로 살찌는 것을 말한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식사습관이 
불규칙하고, 새벽에야 잠을 자는 바쁜 사람들이 더 쉽게 뚱뚱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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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다는 뜻의 ‘참하다’와 아름답다는 뜻의 ‘청수하다’를 써서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는 여성에게는 가는 것과 관련 있는 ‘-條’, ‘-細’, 마른 것도 아
름답다는 뜻의 ‘骨感美’를 써 준다. 직설적인 ‘瘦’를 써도 그것은 ‘衣瘦了’
처럼 ‘옷이 작아졌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마
른 체형에 대하여 최상의 단어를 써서 미화하여 표현한다. 차이점은 한국
어에서는 남성의 겉모습의 맵시에 치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아이에 대하여
서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참하다고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겉모습에 치중하
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여성의 마른 몸매도 일종의 ‘아름다움’(骨感美)이라
고 표현하고, 남성의 마른 몸매와 남성의 능력을(精幹:노련하고 영리하고 
수완이 있음) 관련 지어 미화하여 표현한다. 

(다)에서 보면 한중 언어에서 못생긴 사람에 대하여 ‘보통이다’(普通), 
‘一般’(평범하다), ‘大衆化’(대중화), ‘對不起觀眾’(관중한테 미안하다)으로 
표현한다. 모두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불쾌감
을 줄여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완곡하게 다른 사람과 차
별화하여 ‘개성 있게 생기다’, ‘성격 있다’, ‘有創意’로도 표현한다. 중국어
에서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관중에게 미안하다는 뜻의 ‘對不起觀眾’이라는 
표현은 화자의 공손과 청자 중심의 표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노화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모두 두려워하고 기피한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여
기기 때문이다. 

(22) [노화]
          [한]                                      [중] 
 ㄱ. 나이 들다, 연세 들다, 노련하다               年長, 上了歲數
     나이 들어 보이다 성숙하다, 어른스럽다        成熟, 老成
 ㄴ. 백발 은발, 서리가 내리다                     華發, 鶴發, 銀髮, 霜發
 ㄷ. 노인반점 버섯, 검버섯, 오지(汚池), 이색(犁色)   壽斑

(22)에서 보다시피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한중 문화의 공통점이므로 
연로하다는 뜻을 한국어에서는 ‘나이 드시다’, ‘연세 드시다’로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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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는 ‘年長’, ‘上了歲數’로 표현한다. 실제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경우 한중 언어에서 모두 ‘성숙하다’(成熟), ‘어른스럽다’(老成)라고 한다. 
노인의 백발을 한중언어에서 모두 ‘은발’(銀髮)을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華
髮’(화발), ‘鶴髮’(학발)이라고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흰머리를 서리에 비유
하여 ‘서리가 내리다’라고 비유하고 중국어에서는 ‘霜發’(상발)이라고 한다. 
노인 반점은 외모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한국어에는 ‘버섯, 오지, 이색’에 비
유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어에서는 장수하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표현인 ‘壽斑’을 쓴다. 

(23) [성격]      
                  [한]                               [중]
 ㄱ. 인색하다:  구두쇠, 너무 알뜰하다, 손이 작다    鐵公雞, 節約 
 ㄴ. 담이 작다: 신중하다                           謹慎
 ㄷ. 수다쟁이:  입담이 좋다, 언변이 좋다.           健談
               말솜씨가 좋다, 말재간이 좋다        话匣子
 ㄹ. 질투하다:  시샘하다                           紅眼病, 吃醋

성격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은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은 확대하여 에
둘러 표현한다. (23ㄱ)에서 보면 한중언어에서 모두 인색하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절약하다’(節約), ‘알뜰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어에서는 ‘구두
쇠’(굳+우+쇠)라고 하는데 ‘굳은 사람’이란 뜻으로 돈이나 재물을 인색하게 
몹시 아끼는 사람을 이르는데 중국어에서는 ‘鐵公雞’, ‘瓷公雞’에 비유하여 
나타낸다.41) 한중 언어에서 모두 굳어서 더는 베풀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
에서는 비슷하다. 한국어에서는 ‘손이 작다’로 인색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23ㄴ, ㄷ)에서는 ‘신중하다’, ‘-좋다’, ‘謹慎’, ‘健談’ 등 어휘로 능력 있는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这人是个话匣子’(이 사람은 수다쟁
이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 많은 사람을 ‘话匣子’(말이 많은 조그마한 
상자)에 비유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23ㄹ)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41) ‘鐵公雞-一毛不拔’라는 ‘歇後語’(헐후어)와 관련되는데 쇠로 만든 닭에서는 전혀 털을 뽑을 수 
없듯이 돈 1원도 내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주 인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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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설적인 ‘질투하다’를 피하여 ‘紅眼病’(눈병) 또는 ‘吃醋’(식초를 먹다)
로 완곡하게 표현한다.42) 한국어에서는 ‘시샘하다’를 사용하는데, ‘吃醋’는 
주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므로 ‘시샘하다’의 사용 범위가 훨씬 
넓다.43) 

(24) [능력]
                       [한]                    [중]
 ㄱ. ① 업무 능력    빛 좋은 개살구         花瓶, 花架子, 繡花枕頭  

   ② 학업 능력    부진하다               不聰明, 學得慢   
ㄴ. ① 술고래       음주가                 貪杯   

  ② 주량         우음마식               海量, 鯨飮, 鯨飮馬食

(24ㄱ①)에서 보다시피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국어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여 과일에 비유한다. 중국어에서는 실속이 없고 겉보기란 
뜻으로 꽃에 비유하여 ‘花瓶’(꽃병), ‘花架子’(겉만 번지르르한 것), ‘繡花枕
頭’(수놓은 베개,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제 능력이 없음)로 표현한다. (24
ㄱ②)에서 보면 학업 능력이 떨어진 학생을 한국어에서는 ‘부진하다’(不
進), 중국어에서는 ‘不聰明’(총명하지 않다), ‘學得慢’(이해가 좀 늦다)으로 
‘둔하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대체한다.44) (24ㄴ①)을 보면 ‘술고래’는 술
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중국어로는 ‘酒鬼’이
다.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여 한국어에서는 ‘음주가’라고 하고 중국
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술을 좋아한다는 뜻의 ‘貪杯’(술잔을 탐하다)를 
쓴다. (24ㄴ②)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우음마식’(牛飮馬食), 즉 ‘소가 물을 
마시듯 술을 많이 마시고, 말이 풀을 먹듯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 

42) 당태종 이세민은 공을 세운 재상 방현령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그에게 몇 명의 절세미인을 하
사하였다. 당태종은 방부인에게 첩을 들이는 것과 ‘독주’를 마시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
택하라고 했는데 질투심이 강했던 방부인은 후자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독주가 아니라 식초였다. 이
런 방식으로 방부인에게 첩을 용납토록 시도했었으나 결국 방부인의 굳은 절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吃醋’라는 중국어 표현을 질투의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43) ‘시새움’의 준말은 ‘시샘’이고, ‘시새움하다’의 준말은 ‘시샘하다’이다. 
44) 중국어에서 신조어 ‘學弱’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하위권인 사람을 말하고, ‘學渣’는 공
부도 안 하고성적도 하위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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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경음’(鯨飮)이라고도 하는데 ‘고래가 
물을 마시듯이 술을 퍼마시는 경지’를 말한다.45) 술을 바닷물처럼 잘 마신
다는 뜻의 ‘海量’(해량, 큰 주량)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위의 예들을 보면 사람의 외모, 노화, 성격, 능력에 관하여 ‘긍정적이거
나 찬양하는 것으로 부정적이거나 폄하하는 것을 바꾸는 것’(以褒換貶)이
다. 개인적인 외모나 성격 능력에 관하여 평가할 때 사람들은 신중을 기하
여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어 직설적인 언어의 부정적인 연상을 피할 수 있
는 완곡 표현을 하여야 한다.

6.3.3. 사회적 현상에 관련된 것

사람들은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쑥스러워한다. 예를 들면 범죄, 폭력, 마약, 성매매, 혼외정
사 등은 예로부터 사회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실업, 동성애와 같은 화제에 관하여 예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완곡하게 표현하여 이해나 관용을 나타낸다.

                        
(25)                          [한]                      [중]

   ㄱ. 감옥                   큰집, 교도소             高牆，冷房子       
   ㄴ. 감옥살이               큰집 가다, 콩밥 먹다      進局子, 進宮, 
                                                      進去了, 吃八兩
   ㄷ. 범죄                   일을 저지르다            失足, 出事了
   ㄹ. ① 범죄 소년           비행소년                 失足青少年
       ② 소년범죄자 가는 곳  교정원, 감화원, 소년원    工讀學校

(25ㄱ, ㄴ)에서 보면 감옥을 한국어에서는 ‘큰집’, ‘교도소’, 중국에서는 
‘高牆’(높은 담), ‘冷房子’(추운 집)로 표현한다.46) 한국어에서는 감옥에 가

45) 이 말은 시인 두보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서 ‘飲如長鯨吸百川’이라고 하였다. ‘경음마식
(鯨飮馬食), 즉 ‘고래처럼 마시고 말처럼 먹는다.’라는 고사성어에도 들어 있다.
46) ‘교도소’는 죄인을 격리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는 국가 시설이다. 교정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종
래의 ‘형무소’를 고친 이름인데, ‘감옥’, ‘형무소’에 비하여 의미가 격상된 완곡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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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큰집에 가다’, ‘콩밥을 먹다’고 하여 일상적이고 예사로운 일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해방 전에 ‘公安局’를 ‘警察局’라고 했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것을 ‘進局子’라고 하였다. ‘進宮’은 ≪二進宮≫이라고 하는 경극
에서 유래한 것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감옥에 드나드는 것을 가리키며 전
과 2범이면 ‘二進宮’, 전과 3범이면 ‘三進宮’이라고 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들어갔다는 뜻의 ‘進去了’를 쓰기도 하고 감옥에서 먹는 음식의 정량(定
量)인 ‘八兩’(8냥)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25ㄷ)에서 보다시피 죄
를 범한 것을 한국어에서는 ‘일을 저지르다’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失
足’(실족하다) 또는 ‘出事’(일이 생기다)로 가볍게 표현한다.47) 

(25ㄹ)을 보면 한국에서는 한자어인 ‘비행’(非行)을 사용하여 ‘비행소년’
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수양에 도움을 주고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失足青少年’(실족청소년)이라고 한다. 그 원인을 일시적인 실수
라고 가볍게 표현하여 사회가 그들에 대하여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
지 않음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비행소년을 교정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을 한국에서는 주로 교정, 교화의 목적이라는 뜻에서 ‘교정원’이
라고 하고,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좋은 방향
으로 변화시키는 기관이라고 하여 ‘감화원’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소년들
이 많이 간다고 ‘소년원’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일하며 배우는 학교
라는 뜻에서 ‘工讀學校’라고 한다.

                      
(26)                  [한]                      [중]
 ㄱ. ① 도둑        양상군자, 도공,          梁上君子, 盜公, 
                    도선생, 밤손님          三隻手, 手腳不幹淨  
     ② 마약중독자  투약자                  癮君子(隱君子)    
 ㄴ. [중] 납치하다: 綁票兒  인질: 肉票兒     인질을 죽이다: 撕票兒, 扯票兒
              
(26ㄱ①)의 한국어에서 보면 고사성어인 ‘양상군자’(梁上君子: 들보 위의 

군자), 한자어인 ‘도공’(盜公), 도선생(盜先生), 고유어인 ‘밤손님’은 도둑을 
반어적으로 익살스럽게 높여 이르는 말이다. 중국어에서 ‘三隻手’(손이 세 

47)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범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흉악스러운 인간일 거야.(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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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관련 어휘 한국어 중국어

ㄱ. 불화(不和) 금슬이 좋지 않다, 
쇼윈도부부 琴瑟不和, 琴瑟不調, 琴瑟失調

ㄴ. 간통(姦通)
혼외정사, 외도하다,
바람을 피우다, 
부적절한 관계이다 

婚外情(戀), 偷情, 私通, 外遇, 出
軌, 苟合, 插足, 紅杏出牆, 暗度陳
倉, 偷雞摸狗, 尋花問柳, 尋歡作樂 
(桃色事件, 桃花案件） 

ㄷ. 첩(妾) 
별실(別室), 측실(側室),
정부(情婦), 정인(情人),
애인(愛人)

別室, 側室, 
二房, 二奶, 第三者, 
金絲鳥    

ㄹ. 이혼(離婚) 갈라서다, 헤어지다, 
남남이 되다 離異, 分手, 打八刀

ㅁ. 결손가정
   (缺損家庭)

편부모 가정, 외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單親家庭   

개)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손이 세 개인 듯 보인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고, 
‘手腳不幹淨’은 손발이 깨끗하지 않다는 뜻으로 죄를 범했음을 완곡하게 
이른다.48) 한국어에서는 ‘뒤가 구리다’라는 관용표현으로 잘못하거나 약점
이 있음을 나타낸다. 

(26ㄱ②)에서 보다시피 마약중독자의 ‘마약중독’을 피하여 ‘투약자’로 모
호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마약이나 대마초 등에 중독되거나 담
배에 찌든 사람을 완곡하게 ‘癮君子’(은군자)라고 부른다. (26ㄴ)의 은어를 
보면 중국어에서는 인질을 ‘肉票兒’, 납치하다는 ‘綁票兒’, 인질을 죽이다
는 ‘撕票兒’, ‘扯票兒’라고 한다.49)

<표10> 한중 언어에서 가정(家庭)과 관련된 완곡 표현

<표10>의 (ㄱ)에서 보다시피 한중 언어에서 모두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금슬’(琴瑟)에 비유하여 ‘금슬이 좋지 않다’(琴瑟不和, 琴瑟不調，琴

48) 한국어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죄가 없음’, 즉 자신의 얻은 소유물 또는 세력, 권력 등에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러운 손 원칙’(unclean hand doctrine)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집행 불능이라는 원칙이다. 형평은 깨끗한 손으로 와야 한다는 법격
언으로 표현된다.
49) 여기에서 ‘票’는 돈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납치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인질을 잡다’를 ‘돈을 
잡다’(綁票兒)로, ‘인질을 죽이다’는 ‘돈을 찢다’(撕票兒, 扯票兒)로 완곡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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瑟失調)고 표현한다. ‘쇼윈도부부’(show window+夫婦), ‘디스플레이부
부’(display+夫婦)라고도 하는데 백화점의 쇼윈도처럼 실제로는 원만한 결
혼생활을 못하지만 행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부부를 말한다. 외래어와 한자
어가 결합한 독특한 신조어이다.50) 

(ㄴ)의 한국어에서 보면 혼외 남녀가 정을 통하는 것을 완곡하게 ‘혼외
정사’, ‘바람을 피우다’, 또는 이보다 내포된 의미가 넓은 ‘부적절한 관계’
라고 표현한다.51) 중국어에서는 혼약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外-’(婚外
情: 혼외정사, 外遇: 부부 이외 남녀관계), ‘-出-’(出軌: 상도를 벗어나다, 
紅杏出牆: 유부녀가 외도하다),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에서 ‘暗-’(暗度陳
倉: 남몰래 어떤 일을 하다), ‘偷-’(偷情: 사통, 偷雞摸狗: 남자의 여자관계
가 복잡하다)로 표현한다. 함부로 하거나 간섭한다는 뜻의 ‘苟-’, ‘插-’(苟
合: 내통하다, 插足: 참여하다)을 사용하거나 즐긴다는 뜻의 ‘尋花問柳’(화
류계를 찾아다니다), ‘尋歡作樂’(향락만을 추구하다)으로 표현한다. ‘桃色’
(연분홍빛), ‘桃花’(복숭아꽃)는 중국에서 혼외 남녀 사이의 감정을 비유하
는데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桃色事件’, ‘桃花案件’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다.52) 

(ㄷ)에서 보면 한국에서 예전에 ‘첩’을 한자어인 ‘별실’(別室), ‘측실’(側
室)을 사용하였고 지금은 완곡하게 한자어인 정부(情婦), 정인(情人), 애인
(愛人)을 쓴다.53) 중국어에서 기혼 남성이 애인을 두면 예전에는 다른 방
에 첩을 둔다는 의미의 ‘-室’, ‘-房’, 지금은 순서로 둘째 또는 제삼자라는 
뜻의 ‘二奶’, ‘第三者’, 또는 갇혀 있는 새에 비유한 ‘金絲鳥’로 대체한다.

50) ‘쇼윈도부부’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곳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행세할 뿐 개인적인 대화나 부부관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전혀 없는 부부이다. 정치
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유명인처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이들 중에 부부간 불화가 있어도 갈등을 
숨기고 잉꼬부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쇼윈도 부부의 사례가 많다.
51) 인터넷 기사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10살 차 부부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아’가 있다(리뷰스타, 
2013.10.29).
52) 현재 중국사회에서 불륜 현상은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나쁜 남녀로 인식되어 ‘壞男人’(나쁜 남
자), ‘壞女人’(나쁜 여자)으로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여 (ㄴ)의 예처럼 완곡하게 
표현한다. 
53) 애인은 중국어에서 배우자를 일컫는 ‘愛人’이고, 한국에서는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
람을 말하고, 일본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내연녀’는 실질적
으로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의 여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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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에서 보면 한국어의 ‘남남이 되다’, ‘갈라서다’, ‘헤어지다’로 이혼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 ‘離異’, ‘分手’로 표현한다. 중국어에서는 특수한 
‘析字法’(석자법)을 이용하여 갈라서는 의미의 ‘分’을 분리하여 ‘八刀’로 조
합하고 ‘打八刀’라고 표현한다.54) (ㅁ)에서 보면 ‘결손가정’은 미성년 자녀
가 있으면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없는 가정을 말하는데 ‘결손’(缺損)
이라는 자극적인 말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부모 가정’, ‘외부
모 가정’, ‘한부모 가정’, ‘單親家庭’이 훨씬 완곡한 표현이다.

                          
(27)                  [한]                   [중]
 ㄱ. 독신（光棍兒)   싱글(귀족)            單身貴族, 剩男剩女  
 ㄴ. 노처녀(老處女)  올드미스, 골드미스    單身女性, 單身熟女 

(27ㄱ)에서 보면 ‘독신’을 한국에서는 ‘싱글’(single)이라 하고, 중국에서
는 ‘單身貴族’(싱글 귀족)이라고 한다.55) 신조어인 ‘剩男剩女’는 30세가 넘
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키는데 한국에서는 ‘싱글남’, ‘싱
글녀’라고 한다. 

(27ㄴ)의 ‘올드 미스’(old miss)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미혼 여성을 일컫
는 말로 영어의 ‘Old’와 미혼녀를 말하는 ‘Miss’의 합성어이다.56) 보통은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노처녀’(老處女)라고 하며 문화권에 따라 
일본에서는 풍자적으로 ‘마케이누’(負け犬)라고 부르는 유행어가 있으며 중
국에서는 ‘大齡單身女性’, ‘單身熟女’라고 한다. 그러나 결혼적령기란 문화
가 시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현대의 한국에서는  30세 미만이면 
‘올드미스’라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57)

54) 한자를 분리하고 다시 조합하여 임시성(臨時性) 동의어를 구성하는데 중국 고대에 많이 사용하
는 의미 표현 방식의 하나이다. 
55) 중국에서 예전에는 ‘大齡青年’(나이 든 청년)이라고 하였다. 설송암(2010:252)에 따르면 혼자 사
는 싱글 귀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생을 통해 좋은 운이 오지 않거나 결혼해서 실패하여 고
통을 겪는 것보다는 혼자 살면서 일생 뜻하는 바를 성취해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임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56)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 한국어식 영어이다. 영어권에서는 ‘스핀스터’(spinster) 혹은 ‘올
드 메이드’ (old maid)라고 한다. 
57) 최근에 와서는 남녀평등과 사회진출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30대의 미혼여성들이 자신들의 
내적, 외적인 면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이끄는 층인 ‘골드미스’로서 새로운 조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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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① 기러기 아빠 자녀의 조기 유학으로 자식과 아내를 해외로 보내고 자신
은 국내에 남아 돈을 벌어 보내는 가장.

② 기러기 엄마 남편과 아이를 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지내는 아내.
③ 빈둥지 가구 노부부만 남은 가구를 말함.

(나)
중국

① 留守兒童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타향(도시)에 돈 벌러 가고 고향에 
남겨진 아이.

② 留守女士 남편이 외국으로 유학 혹은 취업을 나가 집에 남아 있는 
여자.

③ 空巢家庭
  (老人)

‘空巢’는 빈둥지란 뜻으로 자녀가 독립하여 나가고 노인만 
남은 가정을 말함. 그런 노인을 ‘空巢老人’이라고 함.

<표11> 한중 언어에서 특수한 사회 현상에 관한 완곡 표현

<표11>은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회 현상이다. (가①, 
②)는 한국의 경우인데 ‘기러기 아빠’(엄마)라는 말은 가족을 다른 곳에 보
내고 외로움을 달래야 하는 아버지(어머니) 기러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
이다. 뜨거운 가족애 하나만으로 혼자 사는 수고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외
로움과 싸우는 가장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다. 

(나①)의 ‘留守兒童’은 부모들이 도시에 돈 벌러 가서 고향에 남겨진 아
이들을 가리키는데 중국의 특수한 사회현상이다. 부모들은 아이를 조부모
나 외조부, 친척에게 맡겨놓고 아이들과 주로 전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명절에만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 준다.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 애정이 
결핍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 (나②)의 ‘留守女
士’는 출국 붐에 따라 생긴 부부의 별거 현상 및 그 사회적 문제를 반영
하여 생긴 말이다. (가③), (나③)의 ‘빈둥지 가구’(空巢家庭)는 자녀가 독
립하여 나가서 쓸쓸하게 노인만 남은 가정을 ‘빈 둥지’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런 노인들을 중국에서는 ‘空巢老人’(빈둥지 노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홀몸노인’, ‘독거노인’이라 하여 더 직설적으로 나타낸다.58)

고 있다.
58) 한국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주부가 남편이 무관심하고 자식들이 각자 독립의 길을 
밟아 가게 되면서 삶의 보람을 주는 애정의 보금자리라 여겼던 가정이 빈둥지만 남고 자신은 빈껍데
기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정신적 질환이다(임성혜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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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ㄱ. 실업 [한]
        밥줄이 끊기다, 밥통이 떨어지다, 구조조정하다
    ㄴ. 실업 [중]
        ① 下崗, 待業, 賦閑, 退居二線(二位/幕後）
        ② 砸飯碗(밥그릇을 잃다), 炒魷魚(오징어를 볶다)
        ③ 卷鋪蓋(이부자리를 말다), 丟了烏紗帽(오사모를 잃다)  
    ㄷ. 실업자 [중] 
        ① 待業青年, 待業生 (취직을 기다리는 사람)
        ② 打閑的, 閑民 (한가한 사람)
              
(28ㄱ)의 ‘밥줄이 끊어지다’(‘밥줄’은 직장)에서 줄이 끊어져서 형성되었

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연결은유로 해고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밥통이 떨어지다’는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직장을 ‘밥통’에 
비유하여 실직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완곡어들은 ‘해고당하다’, 
‘직장을 잃다’, ‘생계가 막막하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주는 충격을 줄이
고자 영상도식 은유로 에둘러 표현한다. 또한 ‘구조조정하다’라는 외연이 
넓은 모호어로 실직을 나타낼 수도 있다. 

(28ㄴ, ㄷ)에서 보면 실직하는 것은 앞길이 막막할 정도로 불행한 일이
지만 중국에서는 그 일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의 ‘下崗’과 직장을 기다린
다는 뜻의 ‘待業’을 쓴다(취직을 기다리는 사람: 待業青年, 待業生). 기회
만 되면 다시 그 일자리로 되돌아가거나 기다리면 좋은 직장이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뜻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당사자의 체면을 최대한 유지해 준다. 그리고 실직을 했
는데도 한가하게 논다는 뜻의 ‘閑’을 써서 실직의 고통보다는 여유가 있듯
이 표현한다(한가한 사람: 打閑的, 閑民).59)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당
사자의 입장에서는 허탈감과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1선에서 
물러난다는 뜻의 ‘退居二線’을 쓰는데 1선에서 물러났지만 2선에서는 계
속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부정적인 뜻을 최소화하고 듣기 좋게 표현하
는 것이다.60)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이부자리를 둘둘 말아야 하는데 그것

59) 진(晉)의 반악(潘岳)이 관직을 사양하고 집에서 한거부(閒居賦)를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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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한 ‘卷鋪蓋’와 그것을 비유한 ‘魷魚卷’(이부자리를 마는 것이 오징
어를 볶을 때의 모양새와 비슷하다)에서 유래한 ‘炒魷魚’는 완곡하면서도 
형상적인 표현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특정적인 사건에 관한 완곡 표현도 많다.

(29) ㄱ. [한] 도가니 사건,  박연차 게이트 사건
     ㄴ. [중] 水門事件-伊朗門, 翻譯門, 電話門, 解說門, 豔照門      

(29ㄱ)의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인데, 이 사실을 다룬 공지영의 소설 ≪도가
니≫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을 ‘도가니 사건’으로 완곡하게 지시한다. 
어떤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내용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건 이름의 일
부가 인용된 경우가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름 그대로 워터게이트라
는 빌딩에서 생겨난 정치 스캔들로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게이트’란 
용어는 ‘워터게이트’에서 따온 말로 정치적 대형 비리사건을 가리킬 때 흔
히 이 이름의 일부인 ‘게이트’를 인용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되었
다.61) 예를 들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작된 첫 
대규모 사정수사이다.62) 

(29ㄴ)에서 보면 중국어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水門事件’이라고 하
는데 이로부터 특정 사건이 있으면 ‘-門’으로 명명한다. 처음에는 국외의 
특정 정치사건에 관하여 ‘伊朗門’, ‘翻譯門’식으로 번역하였는데, 지금은 
정치뿐만 아니라 체육, 예술, 경제 등 분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도 ‘-門’
으로 지칭한다(電話門, 解說門, 豔照門).63)

60) 중국에서는 간부의 세대교체 및 지도부와 간부의 나이를 낮추기 위해 연령은 많지만 아직 퇴직 
연령에 이르지 않은 간부에게 현장에서 물러나 고문, 감독관, 조사연구원 등의 직책을 맡기거나 이
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파견해 적당한 일을 맡게 한다. 
61)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스캔들로서는 
결국 이로 인해 임기 중에 대통령 사퇴까지 하였다. 미국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임기 중에 일
으킨 ‘지퍼게이트 사건’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였다.
62)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광재 지사,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전 정권과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였다(매일경제 2011.01.27).
63) 伊朗門: 미국 레이건 정부 때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아 정치위기를 겪은 사건이다. 翻譯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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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기도 한다. 해당 사회의 터부로 인해 기
피하던 화제가 이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화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동
성애에 대한 인식도 명백히 변화되었다.

(30) [동성애]
              [한]                          [중]
   ㄱ. 동성애자, 성소수자              同志, 斷背(臂), 玻璃, 龍陽
   ㄴ. 남: 호모(homo), 게이(gay)       男同志, 斷袖, 龍陽, 分桃
   ㄷ 여: 레즈비언(esbian)             拉拉, 蕾絲邊(lesbian)
 

(30)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는 주로 ‘동성애자’로 부르지만, 외래어로 남
성 동성애자는 ‘호모’, ‘게이’라고 부르고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
고 부른다.64) 

중국에서도 새로운 성문화에 관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중국 사회
주의 대표적인 용어인 ‘동지’(同志)가 ‘동성애’의 의미로 변했고 지금은 
‘斷背’로도 지칭한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를 ‘斷袖’, 
‘龍陽’, ‘分桃’라고 하였다. 동성애를 중국에서는 ‘玻璃’(유리), ‘龍陽’(용양)
이라고도 하는데 여성동성애자는 영어 ‘lesbian’의 음역인 ‘蕾絲邊’ 또는 
약칭인 ‘拉拉’를 쓴다.65) 

2011년 스웨덴 문학원의 노벨상 평심위원인 馬悅然이 중국 대륙 작가의 소위 번역 예약금 60만 달
러를 받은 사건인데 세계문단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電話門: 이태리 유엔투스 승부조작 사
건인데 전화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解說門: 2006년 독일월드컵 때 중국 
CCTV 축구 해설원이 ‘이태리:호주’ 경기에서 이태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다. 豔照門: 중화권 청춘스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진관희가 여러 유명 여성 연예인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64) 영어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gay, queer’, ‘homosexuals’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인 
호칭은 ‘男同性戀者’이고 구어에서는 ‘男同志’라고 하며 ‘基佬’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65) 李安이 연출한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을 중국에서 ≪斷背山≫으로 번역하
면서 동성애의 완곡한 표현으로 되었다. ‘玻璃圈’이라는 단어는 60-70년대 대만사회에서 남성동성애
군의 대명사였다. 유리의 특성상 쉽게 깨지고 투명하여 잘 보이기도 한데 늘 어둡고 비밀스럽고 나
약한 것이 특징인 동성애자들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양군(龍陽君)은 기원전 234년 전의 
남성인데 여자처럼 예뻐서 魏安釐王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용양군은 중국정사(正史)에서 처음으
로 기재된 동성애자로 ‘龍陽之癖’은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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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략적 완곡 표현

전략적 완곡 표현은 진상을 가볍게 표현하거나 미화하며 진실을 가리거
나 왜곡하여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潘傳發(1991:110-118)에 따르면 이러한 완곡 표현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6.4.1. 정치와 관련된 것

터부와 집단을 함께 하나의 테마로 묶음으로써 터부는 철저히 그 정당
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개인적 터부에서는 대개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의식적으로 멀리한다. 반면 집단에서의 터부는 긍정적으로 사회적 정의 혹
은 범죄에 대한 규명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해당 집단이 불
가피한 문제들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31) [정치]           
                          [한]                   [중]

   ㄱ. 지배계급            지도층                 領導層
   ㄴ. 부정, 비리          도덕적 해이             雙規
   ㄷ. 강직                좌천                   左遷, 讓賢, 下台 
   ㄹ. 면직                명예퇴직               退居二線

 
(31ㄱ)의 ‘지도층’(領導層)이란 말이 저널리즘 언어로 채택된 데는 순수하

게 이들에게 맞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일정한 자기희생을 기대한
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 사회학적으로 
바로 쓰는 개념은 아니며 그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와 ‘계급’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터부시되어 온 금기 단어들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홍성호 2000:420). 

(31ㄴ)을 보면 부정, 비리에 관한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모호하게 표현
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불쾌감을 완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 ‘雙規’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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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율검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범한 고위직 당원들을 
상대로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격리 감찰권인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31ㄷ-ㄹ)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강직’ 대신 ‘좌천’(左遷)을 쓰는데 중
국어에서는 ‘左遷’보다는 ‘讓賢’(지위를 능력 있는 자에게 물려주다) 또는 
‘下台’(공직에서 물러나다)’를 많이 쓴다.66) 면직(免職)은 중국어에서 ‘退居
二線’(2선으로 물러나다)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완
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67)

중국 역사상 국민당 정권 시절에 일본에 투항한 ‘매국노’(漢奸)를 ‘曲線
救國’(곡선구국), ‘내전’(內戰)을 ‘戡亂’(반란을 평정하다)으로 표현하여 그 
본질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물이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화
하여 당사자들의 곤혹스러움을 덜어준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만들도록 사용될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정치
가가 자신이 한 말이 ‘약간 진실과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훨씬 심각한 예는 점차 열악해지는 빈민
가를 ‘표준 이하 주거’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참한 상태를 괜찮은 
상태로 보이도록 하므로 빈민가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덜 중요하게 만
든다. 

박인철 역(1999)에서는 권력이 남이나 적을 지칭할 땐 완곡어법을 쓰고 
스스로를 가리킬 땐 과장법을 쓴다고 말한다. 김청원(2000:62-71)에 따르
면 완곡 표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때나 권력의 정당성
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을 주술로 사로잡는다. 그것은 적에 대해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
이 없으므로 싸움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일종의 상징적 폭력이 된다. 
이는 공권력이라는 또 다른 완곡 표현으로 미화될 수 있다.68) 이러한 완

66) ‘좌천’은 낮은 직위나 지위로 자리를 옮기거나 외직으로 전근됨을 이르는 말이다. 예전에 중국에
서 오른쪽을 숭상하고 왼쪽을 멸시하던 데서 유래한다. 
67) ‘면직’은 ‘명예퇴직’(名譽退職)이라고 완곡하게 표현기도 한다. ‘명예퇴직’이 사전에서의 해석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을 하기 전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일이
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사원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써냈다고 한다.’와 같은 예
에서 볼 수 있듯이 ‘면직’의 대용어로 듣기 좋게 ‘명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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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표현은 세계 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심한 예는 나치 독일의 
1200만 넘는 인명을 학살한 것을 ‘최종해결책’(the Final Solution)과 ‘인
종 정화’(ethnic cleansing)와 같은 어구로 묘사한 것이다.69) 이러한 완곡 
표현은 모호한 단어로 정권의 약점을 은폐, 위장하거나 비도덕적이고 비난
받아 마땅한 역사적 사실을 합리화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외교관의 대외 공식 코멘트는 모호함과 불확정성 그리고 완
곡 표현의 결정체이다. 외교적 의사소통이란 원칙적으로 최대한의 정보교
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외교텍스트는 한 국가의 대외 정보정책이 적
용되는 장으로서 국가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국에 
주게 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정보를 유보하고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체면
(face)을 가지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상대국의 체
면을 보장해 주고 침해하지 않기 위해 체면작업(face/image work)을 벌
인다.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면작업을 위한 책략적 언
어 사용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완곡 표현은 경직된 표현을 피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다양하게 사상감
정을 표현한다. 본래의 대상을 변형하지 않은 채 단지 그것이 갖고 있는 
색채를 완화시키거나 부드럽게 한다. 외교적 용어는 구체적으로 애매모호
함과 불확정성, 미화법(Euphemismus) 등의 특징을 가진다. 말하기 거북
스런 내용을 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할 때, 진부하거

68) 국민과 합성어를 이루는 ‘국민적 동의’, ‘국민적 합의’라는 어휘에서 국민이란 다수를 가리키는 
과장법이지만 ‘국민적 동의’,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노선을 지칭하기 위한 완곡 표현인데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힘이다. 사실은 다수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만 결국 ‘국민적 동의’, ‘국민적 합의’란 이것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과 관습에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9) 전미(全美)영어교사협회가 완곡어법과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올
해의 모호한 표현賞’을 美국방부에 수여했다. 美국방부는 걸프전에서 ‘폭격’을 ‘목표물에 대한 서비
스’로, ‘폭격기’를 ‘무력(武力)꾸러미’ 등으로 완곡히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폭격임무’를 ‘현
장방문’으로, ‘인간’을 ‘부드러운 목표물’, ‘건물’을 ‘딱딱한 목표물’로 표현했으며 ‘각종무기가 인명을 
살상’한다는 말 대신 ‘목표물을 무력화’ 또는 ‘위생처리, 일소, 제거’ 등으로 표현하는 조어(造語) 능
력을 발휘하였다(연합뉴스 199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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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범한 것을 피하고 격식을 차려 고상하게 말하려 할 때 쓰인다. 
정치가들은 외교언어에서 늘 ‘化妝詞’를 사용하는데 온건하고 성숙한 모

습을 보이기 위하여 ‘아주’(大), ‘대단히’(極)보다는 ‘비교적’(比較)이란 단
어를 많이 사용한다. 양국이 의견 차이를 보일 때에는 ‘허심탄회하게 이야
기를 나누었다.’(坦率交換了意見/誠摯地交換了意見)로 표현한다. 한중 두 
나라 외교상에서 불만이나 항의 사항이 있으면 ‘유감을 표명한다’(表示遺
憾)고 한다. 그 외에 ‘이해한다, 인식을 같이하다’(可以理解/可以接受), ‘높
이 평가하다, 환영의 뜻을 표명하다’(表示贊賞)도 많이 쓰이는 외교용어이
다. 비밀외교는 중국어에서 ‘靜悄悄的外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물밑
접촉을 시도하다’로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의 외교적 완곡 표현에 관하여 2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중국어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尹群(2003:45)에 따르면 중국 정치에서 
대만과 관련된 것들은 비교적 민감한 사항이다.

(32) ㄱ. 在這個問題上，我們不能承擔這麼一個義務：除了和平方式以外不能用
         其他方式來實現統一祖國的願望。

(鄧小平이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신화 뉴스, 1979.01.05)
     ㄴ. 我們一貫主張和平統一，一國兩制。但是如果遭到國際上的幹涉、入侵,  

           或是台灣島內分裂主義勢力搞台灣獨立，我們不排除采取非和平手段的  
           可能性。

(江澤民이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신화 뉴스, 1995.10.01)

(32ㄱ)에서 ‘其他方式’(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무력’(武力)을 말하는데 
그것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32ㄴ)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돌발 상황이 있으면 ‘非和平手段’(비평화수단), 즉 무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示唆)하여 전자보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모두 직설적
인 ‘무력’이나 ‘군사수단’이라는 단어를 피하여 넓은 안목으로 상대방도 배
려하고 국격(國格)도 지키는 부드러운 완곡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70)

70)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는 적벽대전 전에 손권에게 쓴 편지에서 “今治水軍八十萬衆, 方與將軍會
獵於吳。”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會獵’은 실제로 ‘교전’(交戰)의 완곡 표현이다. 이는 완곡하게 군
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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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경제와 관련된 것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君子言仁不言利’, ‘士不理財’, ‘重義輕利’의 
도덕관념으로 ‘錢’을 지나치게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李國南 
2002:217). 신중국(新中國)이 성립한 후 ‘가난할수록 영광스럽다’(越窮越光
榮’)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錢’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 ‘銅錢味’(돈 냄새) 
때문에 저속함에 물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했다(吳術燕 
2006:2). 지금에 와서는 한편으로는 ‘錢’이 많은 부자이기를 희망하면서도 
화를 불러오거나 타인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모순된 심
리 때문에 돈에 관련하여 담론에서는 거침없지만, 개인적인 경제관념과 관
련된 상황에서는 ‘避俗求雅’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71)

(33) 경제관련 완곡 표현
 ㄱ. 돈이 없음
    [중] 手頭緊(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手頭不寬裕(형편이 좋지 않다), 
         囊中羞澀(주머니 사정이 곤란하다), 腰包軟(돈주머니가 느슨하다), 
         拮據(궁핍하다), 經濟緊張(경제가 빠듯하다)                    
    [한] 주머니가 비다, 주머니가 가볍다
 ㄴ. 부업      
    [중] 第二職業(제2직업), 外活兒(다른 일거리)
 ㄷ. 부수입     

 [중] 灰色收入(회색 수입), 外快(부수입), 紅包(보너스), 酬勞(사례금) 
ㄹ. 불법수입  

 [한][중] 黑色收入(검은 수입), 黑錢/贓款(검은 돈)
   ㅁ. 영업정지 
      [중] 收市(매매를 거두다), 收歇(멈추다), 歇業/休業(휴업하다)
   ㅂ. 빚: 적자(赤字) [한][중]       

71) 중국 사람들은 ‘錢’을 직접 언급하거나 ‘富’(부)를 드러내는 것을 고상하지 않게 보아 ‘錢’을 ‘孔
方兄’, ‘老人頭’, ‘大團結’, ‘工農兵’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錢’과 관련된 것은 ‘金’(금), ‘銀’(은), 
‘鈔票’(지폐), ‘現金’(현금), ‘款項’(자금), ‘收銀處’(수은처, 계산대) 등 어휘로 대체한다. [热爱“孔子兄”
勿恋“孔方兄”。](도덕은 가까이하고 돈은 멀리하라는 뜻임)(中國新聞網: 宁波日报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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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ㄱ)에서 보다시피 형편을 나타내는 ‘手頭’를 써서 그것이 빠듯하거나
(緊/緊張/拮據) 넉넉지 않다(不寬裕)고 표현하고, 돈을 넣는 주머니(囊/腰
包)에 돈이 없거나 적어서 부끄럽거나 느슨하다(羞澀, 軟)고 표현한다. 한
국어로는 ‘주머니가 비다’, ‘주머니가 가볍다’라는 관용구로 표현하는데 
‘비다, 가볍다’ 등은 중국어의 ‘緊, 羞澀, 軟’보다는 직설적이다. (33ㄴ~ㅂ)
에서 보면 부업은 서수사 ‘第二’이나 다르다는 뜻의 ‘外’를 사용한다. 부수
입은 ‘灰色收入’(회색 수입)과 ‘黑色收入’(검은 수입)으로 나눈다. 전자는 
‘外快’(부수입), ‘紅包’(보너스, 뇌물), ‘酬勞’(사례금), ‘潤筆’(원고료)을 포함
하고 후자는 ‘검은 돈’(黑錢, 贓款)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쓰이는 완곡 
표현이다.72) ‘영업정지’ 또는 ‘휴업’은 ‘收市’(매매를 거두다), ‘收歇, 歇業, 
休業’이라고 한다. 그리고 빚은 ‘赤字’(붉은 글씨)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쓰인다.

(34)                      [한]                      [중]
 ㄱ. 통화팽창(通貨膨脹)  인플레이션              失控(통제력을 잃다)
 ㄴ. 경제위기(經濟危機)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다  經濟滑坡 
 ㄷ. 경제침체(經濟蕭條)  불경기, 경제 불황       經濟疲軟(-低迷/低落) 
 ㄹ. 성장하락세(下降)    마이너스성장            負增長

(34)에서 보면 ‘통화팽창’을 한국에서는 외래어인 ‘인플레이션’을 사용하
고 중국에서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뜻의 ‘失控’으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는 ‘경제위기’를 ‘내리막길’에 비유하고 중국에서는 산사태를 나타내는 ‘滑
坡’에 비유하여 나타낸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경제침체를 완곡하게 ‘불경
기’(不景氣)로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경제 불황’, 중국에서는 ‘經濟疲
軟’, ‘經濟低迷’, ‘經濟低落’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도 사용한다.73) ‘下降’
(하락)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어서 ‘負增長’(마이너스성장)으로 완곡하게 

72) ‘白色收入’(합법적인 수입)은 ‘黑色收入’(불법적인 수입)과 구별된다. ‘灰色’은 퇴폐적인 뜻을 나
타내는데 분명하지 않은 애매함을 상징하여 부수입을 ‘灰色收入’이라고 한다.
73) ‘불황’(不況, depression)은 경기순환에서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인데, 
‘경기후퇴’, ‘공황’에 비하면 완곡한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나약하다는 뜻인 ‘疲軟’, 불황의 뜻인 
‘低迷’, 하락한다는 뜻인 ‘低落’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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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외래어인 ‘인플레이션’을 사용하거나 한자어인 ‘경제 불황’ 등은 
한국어의 독특한 완곡 표현이다.

(35) 후진국
    [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발전도상나라  
    [중] 發展中國家(발전도상국), 不發達國家(발달하지 않은 나라), 
        欠發達國家(발전이 부족한 나라), 新興國家(신흥국가), 
        第三世界國家(제3세계국가)

이전에는 경제개발이 늦은 나라를 ‘저개발국’(less-developed country, 
LDC) 또는 ‘후진국’(undeveloped country)이라 불렀으나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5)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한국에서 ‘저개발국’, ‘개발도상
국’, ‘발전도상나라’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發展中國家’, ‘不發達國家, ‘欠
發達國家’, ‘新興國家’, ‘第三世界國家’라고 부른다.74) 후진국과 선진국 간
에 불합리한 국제 경제 질서를 개혁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담판
과 투쟁을 중국에서는 ‘南北對話’(남북대화)라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남북
대화는 남한과 북한과의 대화를 말한다.75)     

      
(36)                  [한]                       [중]
 ㄱ. 빈민가         판자촌, 달동네            棚戶區, 不景氣地帶      
 ㄴ. 가격인상       가격조절                  調價                 
 ㄷ. 석유부족       유류파동, 오일쇼크        油品緊張              
 ㄹ. 인력감축       구조조정                 裁員(감원)

(36ㄱ)에서 보다시피 ‘빈민가’를 한국에서는 ‘판자촌’, ‘달동네’로 표현하
고 중국에서는 ‘棚戶區’ 또는 ‘不景氣地帶’(불경기 지대)로 표현한다.76) 이

74)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크게 뒤지고 있어 현재 경제성장을 목
표로 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제3세계（第三世界, Third World)의 통상적인 의미는 동서 냉전 블록
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총칭한다.
75) 南北對話: 후진국은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어서 남방이라고 하고 선진국은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
어서 북방이라 한다. 남북대화: 남한과 북한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치적 회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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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호한 표현은 빈민가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
의 본질을 흐린다. (36ㄴ, ㄷ)에서 ‘가격인상’(漲價)을 ‘가격조절’(調價)로 
대체하고, ‘석유부족’(油荒)을 ‘유류파동’, ‘오일쇼크’(油品緊張)로 대체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처럼 중립적인 어휘로 부정적인 어휘를 대체할 때 
전자는 경직되고 의논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 부정적이지만 후자는 
부드럽고 충격이 덜하다. ‘인상’(漲), ‘부족’(荒)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연상하게 한다. ‘조절’, ‘파동’, 
‘쇼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인상’이나 ‘부
족’에 비하여 모호한 표현이어서 본질을 숨길 수 있다. 

경제와 관련된 고위층이 국회에 출석하여 물가동향에 대한 질문을 답변
하면서 “현 경제 여건상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지금 물가, 국제수지, 외환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에너지 요금
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에 올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
순히 ‘가리거나 숨기는’ 완곡 표현이 아니라 사태를 적극적으로 ‘꾸미는’ 
완곡 표현으로서 여기에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기만의도와 은폐전략이 
깔렸을 수 있고 전자처럼 공동체가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의 여론형성을 조종하여 영향을 끼친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많은 실직을 초래하는데, (36ㄹ)에서 보다시피 중
국에서는 인원을 줄인다는 뜻의 ‘裁員’을 쓰고 한국에서는 완곡하게 ‘구조
조정’으로 표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미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신 ‘프로젝트 망고’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세탁을 한다고 하였다. ‘무지개 
프로젝트’, ‘망고 프로젝트’ 등을 언뜻 듣기에는 하나같이 예쁘고 상큼한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속뜻을 알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인력 
감축이나 지점 폐쇄 같은 궂은 일을 긍정적으로 미화해서 붙인 이름이다.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는 비대한 투자은행 부문을 슬림화하는 작업을 ‘프로
젝트 망고’라고 부르고 있다.77) 

76) ‘달동네’는 도시나 그 주변의 높은 지대에 집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가난한 동네를 말한다. “‘서
울 마지막 달동네’에 아파트 1천 932가구 짓는다.” (연합뉴스 2013.08.16)
77) 지난해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이후 한 고객이 이 은행 투자은행 대표에게 
선물로 보낸 망고를 기념한 말이다. 다이아몬드 CEO는 리보(LIBOR·영국 은행간 금리) 조작 스캔들
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WSJ는 “적어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은행 고용인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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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공통으로 사람과 사실 사이에는 우리
의 판단과 인상에 영향을 주는 완곡 표현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경험을 쌓아 이해력을 높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6.5. 소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길상을 위한 완곡 표현에는 외경의 대상, 불길한 것, 질병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는데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강한 ‘避凶求吉’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외경의 대상은 우선 금기로 인한 토테미즘의 잔재로서 신성시되는 동
물을 신으로 모셔 완곡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한중 두 나라 모두 호랑이나 
뱀의 경이로운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지
금도 여우를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 있다. 한국에서는 유해한 동물을 애완
동물처럼 감정적인 이입을 하는 것은 독특한 표현이다. 고대 중국문화권에
서 유행된 ‘피휘’는 ‘國諱’, ‘聖諱’, ‘官諱’, ‘家諱’로 나누는데,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부터 관행이 생겼고 본국의 임금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제도 피
휘하였다.
  2) 불길한 것으로 죽음, 숫자, 불길한 어휘가 포함된다. 한중 언어에서 
고대에는 신분과 종교에 따라 죽음의 표현이 다르고 한국어에서 죽음에 
관한 어휘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자어가 대부분이고 고유어로 풀어쓰
기도 하여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중국어에서는 가족의 죽음, 장례, 성별
별 죽음, 나이별 죽음에 관한 어휘가 세분되어 있고 성어도 많이 사용된
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부 숫자도 길흉이 따른다고 생각하여 금기를 가지고 

망고가 좋은 단어는 아닐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영국 은행인 RBS는 315개 은행 지점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가리켜 ‘프로젝트 레인보우’(무지개)라고 부른다. 영국 로이즈뱅킹그룹도 수백 개의 지점
을 폐쇄하는 계획을 ‘프로젝트 베르데’(녹색을 뜻하는 스페인어)라고 부른다. 은행들이 인력 감축이
나 대규모 손실 같은 단어를 이렇게라도 미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다.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산을 정리
했다. 영국의 HSBC도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성명서에서 인력 감축을 종말 혹은 죽음, 사망을 뜻
하는 ‘demising’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WSJ은 “(당사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완곡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조선비즈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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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불길한 어휘에는 명절금기어, 손해금기어, 직업이나 일상과 관련된 
금기어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금
기담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질병’과 ‘죽음’에 관한 것인데, 한국에서 
무병장수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바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질병에 관한 완곡 표현을 보면 한중 언어에는 모두 근대에 유행했던 
전염병에 관한 완곡 표현이 있다. ① 한국어에서는 전염병을 역신의 비위
에 맞추어 신격화하여 표현하고, 중국에서 ‘一號病’, ‘二號病’, ‘三號病’이
라고 숫자로 지칭하는 점이 독특하다.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 비하여 외래
어가 훨씬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② 질병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病’자
를 기피하고 ‘疾’, ‘症’, ‘恙’으로 나타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병’자를 쓰
거나, 한자음 그대로 표현한다. ③ 중국어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미화하여 표현한다(帶花-상처). 

(2) 우아한 표현을 위한 완곡 표현을 보면 성과 생리적 현상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는데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강한 ‘避俗求雅’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大’와 ‘小’로 배설물을 가리키고 한국
어에서는 배설 장소도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성과 생리 현
상에 관하여 중국어에 비하여 예사 표현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
에서 번호를 이용하는 것, 해음을 이용한 것들은 한국어에서 보기 드문 독
특한 완곡 표현이다(‘解手’-‘溲’). 

(3) 사회적 배려를 위한 완곡 표현은 직업, 개인 신상, 사회적 현상과 관
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① 직업에 관한 완곡 표현들을 보면 비하하고 천하게 여겨왔던 직업 종
사자의 호칭을 격상시켜 그 직업을 미화하여 표현한다. 시대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원래의 표현들이 완곡성을 점차 잃어가고 그 대신 더욱 격상
된 완곡 표현으로 바뀌는 가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개인 신상에 관
하여 장애, 외모, 노화, 성격,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신상장
애에 관하여 한국어에서는 ‘장애인’보다 더 친근한 표현인 ‘장애우’로 표현
하는데 중국에서는 ‘人士’를 붙인다. 중국어에서는 ‘-障’(殘障), ‘-障礙’(視
覺障礙)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술구를 많이 사용한다(耳朵不靈光).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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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 외모에 관하여 뚱뚱하면 복스럽다고 하고, 마른 체형은 최상의 
단어를 써서 미화한다. 노화에 관하여 노인의 백발을 한중언어에서 모두 
‘은발’(銀髮)을 쓰고 중국어에서는 ‘華發’, ‘鶴發’이라고도 한다. 성격에 관
하여 한중 언어에서 모두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완곡
하게 표현한다(인색하다: 절약-節約). 한국의 ‘구두쇠’, 중국어의 ‘歇後語’
(헐후어), ‘紅眼病’, ‘吃醋’ 등은 모두 독특한 표현들이다. 능력에 관하여 
한중 언어에서 관용어나 속담을 쓰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에둘러서 표
현한다(둔하다: 부진하다-不聰明). ③ 범죄, 폭력, 마약, 성매매, 혼외정사, 
실업, 특정적 사건, 동성애와 같은 사회현상은 민감한 화제이므로 직접적
인 언급을 피하고 완곡하게 표현하여 이해나 관용을 나타낸다. 감옥에 가
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예사로운 일로 표현하고(큰 집에 가다), 중국어에서
는 특정한 곳이나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을 한다(進局子, 進宮). 한국어에
서 도둑을 ‘밤손님’이라고 하고 마약중독자를 ‘투약자’로 모호하게 표현하
고 중국에서는 해음을 이용한 ‘癮君子’가 있다. 가정과 관련하여 한중언어
에서 모두 ‘금슬’을 사용하는데 ‘쇼윈도부부’와 같이 [외래어+한자어]의 결
합은 독특하다. 중국어에서는 고사성어, ‘析字法’도 사용하고 애인을 숫자
로도 표현하는 것이 독특하다. 한국어에서 결손가정은 ‘외부모 가정’이라
고 하여 아이의 입장에서 더 완곡한 표현을 쓴다. 한국의 특수한 사회 현
상인 조기유학에 관한 표현에서는 동물에 비유하여 ‘기러기 아빠/엄마’라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남아서 기다린다는 뜻의 ‘留守’를 쓴다. 한중 두 나
라에서 모두 자녀가 독립하여 나가고 노인만 남은 가정을 ‘空巢’에 비유한
다. 실직에 관하여 한국어에서는 ‘밥통이 떨어지다’, ‘밥줄이 끊어지다’와 
같은 개념적 은유 표현을 쓰고 중국어에서는 ‘待業’, ‘賦閑’, ‘退居二線’으
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특정적인 사건
에 대한 한중 언어에서 모두 ‘-게이트 사건(-門)’이라고 표현한다. 동성애
에 관하여 한중언어에서 모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
는 역사 인물과 관련된 완곡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龍陽).

(4) 전략적 목적을 위한 완곡 표현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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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에서 터부와 집단을 함께 하나의 테마로 묶음으로써 터부는 철저
히 그 정당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집단에서의 터부는 긍정적으로 사회
적 정의 혹은 범죄에 대한 규명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큰 
집단에서의 터부는 혹 해당 집단이 불가피한 문제들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정치면에서 부정, 비리를 한국어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
고 중국어에서는 ‘雙規’로 표현한다. 애매모호함과 불확정성, 미화법 등의 
특징을 가지는  외교적 용어도 여기에 속한다. 경제면에서는 돈이나 가난
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하락세 등은 모두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 경제개발이 늦은 국가를 ‘후진국’이라 불렀으나 차별적
이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저개발국’, ‘개발도상
국’, ‘발전도상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후진국을 ‘發展中國
家’, ‘不發達國家’, ‘欠發達國家’, ‘新興國家’, ‘第三世界國家’라고 부른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많은 실직을 초래하는데, 중국에서는 인원을 정리한
다는 뜻의 ‘裁員’을 쓰고 한국에서는 완곡하게 ‘구조조정’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완곡 표현의 은폐적 목적 때문에 판단과 인상에 영향을 주는 완
곡 표현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경험을 쌓아 이해력을 높이고 현명한 판단
을 내려야 한다.



- 241 -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인지의미론에서의 원형이론, 개념
적 은유와 환유이론을 바탕으로 한중 완곡 표현의 실현 양상, 목적별 유형
을 체계적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완곡 표현의 범주를 상정하고 심리
적 기제를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완곡 표현
은 어휘 층위, 문장 층위, 텍스트 층위에서의 완곡 표현으로 나누는데, 본
고에서는 주로 어휘 층위의 완곡 표현을 다루었다. 완곡 표현의 정서적 요
인은 공포 감정, 수치 감정, 불쾌 감정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에서는 
완곡 표현은 원형이론, 개념적 은유와 환유이론과 관련된다. 완곡 표현은 
금기어를 원형으로 하고 비전형적 구성원인 완곡 표현을 만들어 무한한 
범주 주변으로 방사망을 구성한다. 개념적 은유는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청자로 하여금 완곡 표현인 근원영역과 금기어인 목표영역 사이를 비교하
여 두 영역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만들게 한다. 영상도식 은유는 경험적 
토대를 가지고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구조적 대응 체계가 있는 유형이고 
존재의 대연쇄 은유는 주로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은유에 해당한다. 개념
적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원천이라는 인지영역이 목표라
는 또 하나의 인지영역에로의 사상이다. 완곡 표현에서 환유의 의미기능을 
‘초점 세우기’,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탈인간화’, ‘영역부각’, ‘이해’, 
‘전경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완곡 표현에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인지전략임
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음성 변용과 문자 변용에 관하여 대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중 완곡 표현의 공통점은 
모두 해음 혹은 동음자를 기초로 연상기법을 이용하여 금기어의 음을 변
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어 완곡 표현에서 음성 변용은 변
음, 음 도치, 음 삭제, 음 대체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해음에 근거하여 
한자어를 고유어로,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체하는 것은 독특한 완곡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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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어 완곡 표현에서는 해음으로 인한 성조, 성모, 운모의 변용, ‘歇
後語’를 이용하는 것이 독특하다. 한중 완곡 표현에서 문자 변용의 방식으
로 고쳐 쓰기법, 비워 쓰기법, 나눠 쓰기법이 있다. 고쳐 쓰기법은 대자, 
그리고 결획과 가필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워 쓰기법은 이
름을 아예 쓰지 않고 모(某), 휘(諱)로 기록하거나 비워두는 방식인데 고대 
피휘법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나눠 쓰기법은 문자를 편(偏), 방(旁)으로 분
해하여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어에서는 ‘파자법’(破字法), 
중국어에서는 ‘拆拼法’, ‘析字法’이라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어에는 
파자법이 없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파자법이 전통적으로 점과 예언책
에서 많이 나타났고 조선 시대에는 문학작품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어휘 변용에 관하여 유의성, 반의성, 모호
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다. 

유의성과 관련된 완곡 표현은 전통적인 금기어를 대신하는 어휘 변용,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어휘 변용, 차용어로 대신하는 어휘 변용으로 나
눌 수 있었다. 첫째, 전통적인 금기어는 신앙, 죽음, 질병과 관련된다. 한
중 언어에서 모두 신앙과 미신적인 믿음에서 의인화 수법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언어에서 죽음과 관련된 
어휘는 형태나 의미상으로 안정적인 2음절어가 대부분이고 술목구조, 병
렬구조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에서 죽음에 관한 어휘를 보면 한자어는 대
부분 ‘-하다’로 실현되고 고유어는 음절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한국어에 
차용된 한자어는 다양한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대개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내고 격식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어에
서 죽음에 관한 어휘는 주로 2음절, 3음절, 사자성어로 구분된다. 한국어
에서 같은 질병에 대한 명칭이 다양한 것은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고유
어+한자어]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완곡 표현에서 전염병을 신
격화하여 표현하고 외래어를 훨씬 많이 쓰며 그 표현 형식도 다양하다. 적
극적인 표현, 예사로운 표현을 하거나 숫자나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
국어 특유의 완곡 표현이다. 둘째, 의미 격상과 약화에 따른 완곡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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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성, 내포, 방언의 차이에 따른 어휘 변용을 살펴보았다. 전문직과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에서 하나는 일반 직업에 대한 낮춤 표현을 
완곡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특수 직업의 은어와 관련된
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은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타 집단에까지 널리 
사용 되어 표준어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내포의미에 따라서 위악어를 부
드러운 느낌이 있는 전문어, 중립적인 표현, 또는 관점을 달리하여 적극적
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중 언어에서 모두 방언의 차이에 따라 유의
어가 발생하는데 뛰어난 표현력과 구어특색이 다분한 방언들이 표준어로 
쓰일 수도 있었다. 셋째, 차용어를 대신하는 어휘 변용이다. 한국어 유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와의 2중, 3중 구조를 가지기 때문
에 차용어의 실현 양상이 중국어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다. 한국
어에서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문어적 성질이 강하고 어기도 정중해서 언어 
교류에서 청자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외래
어 그대로 음역하여 차용하는 대신 중국어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어 그대
로 쓰는데 글말 어휘를 이용한 완곡 표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의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을 살펴보았다. 금기어와 완곡어는 어떤 때에
는 서로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금기어라고 
하면 그와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의미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원형인 금기어
와 상반되는 반의어의 상보성, 등급성을 이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한다. 반
의에 의한 어휘교체는 하나는 반의관계에 따른 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부
정적 표현에 의한 교체로 볼 수 있었다. 

모호성과 관련된 어휘 변용은 ‘지시적 모호성’,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
의 구체성의 선언’, ‘정보 부족의 모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시적 
모호성’에 관한 완곡 표현은 정확한 지칭을 대체하여 그 특징을 약화시켜 
표현한다. ‘의미의 불확정성’은 전체와 부분, 상위어와 하위어를 활용하여 
의미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의미의 구체성의 선언’은 외연이 
좁은 단어, 구와 외연이 넓은 단어, 구를 활용하여 모호성을 나타내는 경
우이다. ‘정보 부족의 모호성’은 대체지칭(指代)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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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표현들이 지칭하는 것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장의 수사 방식의 대조에서는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정할 수 있었다. 개념적 은유는 각기 다른 두 인지
모형 사이에서,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인지적 모형 내에서의 사상 혹은 심
리적 접촉이다. 개념적 은유 표현을 보면 영상도식 은유의 ‘경로 도식’에
서 같은 내용을 목적지가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중 두 나라의 지리적 위치
와 관계된다. 같은 ‘경로 도식’도 상반되는 긍정, 부정의 뜻으로 나타난다. 
‘방향 도식’의 위아래 은유에서도 중국어에서는 ‘아래는 나쁘다’가 절대적
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결 도식’ 은유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줄, 
선, 끈, 손’ 등으로 인연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뿌리 깊은 경향을 지니고, 
중국 사람들은 ‘줄, 다리, 문’으로 연줄을 나타낸다. 환유에서 지시적 환유
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지시적 전이가 일어나서 완곡 표현
이 되는 경우이다. 서술적 환유는 완곡 표현에 해당하는 사건의 시작, 결
말 부분의 행위나 사건, 또는 특정 행위를 개념적으로 서술하여 금기 사항
인 그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중 완곡 표현에서 환유의 기능을 ‘초
점 세우기’, ‘중립화’ 혹은 ‘거리두기’, ‘탈인간화’, ‘영역부각’, ‘이해’, ‘전
경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었다. 환유는 덜 중심적인 영역을 전경화하거
나 더 부각시키고 중심적인 영역을 후경화시켜 금기 사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중화시키거나 약화시켜 완곡한 표현을 실현한다. 개
념적 은유나 환유는 하나의 언어 표현의 문자적 지시대상을 비슷하거나 
인접한 다른 개체로 비유하거나 바꾸는 것으로 문화적 경험을 기초로 하
는 배경지식에 의하여 동기 부여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습득하는 것
이 아주 중요하다.

6장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목적별 유형을 살펴보았다. 완곡 표현의 목
적은 미화적인 것과 은폐적인 것이 있는데, 전자는 청자와 독자를 배려하
는 사회규범에 의한 완곡 표현이고, 후자는 전략적 목적을 위한 완곡 표현
이다. 미화적인 목적에서 첫째, 길상을 위한 완곡 표현에는 외경의 대상, 
불길한 것, 질병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둘째, 우아한 표현을 위한 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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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보면 한중 두 나라에서 성 관념과 성도덕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
어서 직설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면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완
곡 표현을 구사한다. 셋째, 사회적 배려를 위한 한중 완곡 표현은 네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천하게 여겨왔던 직업 또는 직업 종사자를 격상시
켜 그 호칭을 미화하여 표현한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 장애, 외모, 노화, 
성격, 능력에 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완곡 
표현으로 바꾼다. 범죄, 폭력, 마약, 성매매, 혼외정사, 실업, 동성애와 같
은 예민한 화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유의어, 차용어, 모호어로 완곡
하게 표현한다. 은폐적인 목적을 위한 완곡 표현은 정치면에서 부정과 비
리, 침략전쟁, 외교적 용어 등에서 애매모호함과 불확정성, 미화법으로 나
타난다. 경제면에서는 돈이나 가난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경제위기와 관련
된 소극적인 내용은 모두 완곡하게 표현한다.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입장에서 인지의미론을 바탕으로 완곡 표현의 
범주와 생성 요인, 실현 양상과 목적별 유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
여 한중 완곡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기술하였다. 언어 간의 
대조 연구는 어느 특정한 언어만을 타 언어로부터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대상이 되는 언어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완곡 표
현의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외국어나 제2언어
의 교수와 학습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완곡 표현의 어휘와 수사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장과 관련된 화용론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자료에 
입각한 담화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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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uphemistic Expression in Terms 

of Korean-Chinese Contrast

Cai, Chun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contrast and analyze the 

aspects of the realization of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s 

and their purposive typ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stive linguistics 

based on the prototype theory and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used in cognitive semantics.

 ‘Euphemistic expression’ has been worked on in Korean and Chinese 

from earlier times under the rubric of ‘euphemistic words,’and was called 

‘euphemism’ in classic stylistic categories.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fragmentarily address classification of euphemistic words and factors of their 

generation, lack systematic reflections on their categories, and do not 

specifically deal with expressive methods and examples based on the types. 

Thus, concrete and close analysis based on cognitive semantics is necessary 

for the contras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s.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categories of 

euphemistic categories, and their psychological mechanisms,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Concentrated on the concept of euphemistic expression, the 

chapter examines the existing studies and classifies the expression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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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cal, sentential, and textual categories. We can learn that there are horror, 

shame, and unpleasure feelings as emotional factors i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and we have the prototype theory, and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related with cognitive factors. The categories of 

euphemistic expressionsare formed with taboos as prototypes and with 

euphemistic expressions, non-typical members, constructing radial networks 

toward peripheries. Conceptual metaphor compares the source domain 

consisting of euphemistic expressions and the target domain consisting of 

taboo expressions to create conceptual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domains. 

Conceptual metonymy is a mapping from the cognitive domain of sources, 

euphemistic expressions to another cognitive domain of targets, taboos, in 

the identical ideal cognitive models.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are 

cognitive strategies with which we use existing categories to extend their 

meaning for adjusting to various situations in the world.

Chapter 3 contrasts and analyzes methods of alternating sounds and 

lettersof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 As for the methods of 

sound alternation, both Korean and Chinese use associations based melodic 

sounds and homonyms to alternate the sounds of taboos. The methods of 

sound alternations of Korean euphemistic expressions include sound changes, 

sound inversions, and sound replacements. They occur after deleting some 

sounds of taboos differently from Chinese or they are expressed in native 

words’ inversions. Moreover, they are unique in that they are expressed by 

converting native words to Sino-Korean words, Sino-Korean words into 

native words, and Sino-Korean words into ‘native words + Sino Korean 

words.’ Chinese has unique euphemistic expressions that transform tones and 

initial consonants to try differentiation, changes certain syllables or letters to 

avoid pronunciations of taboo words, or use harmonic sounds as in 

‘xiehouyu’. As for letter alternations, the chapter divides them into changing, 

emptying, and dividing for contrasting them. Changing is divid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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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methods of letter replacement, stroke deletion, and modification by 

addition. Emptying refers to the method to make no use of names at all but 

record them as Mo or Hwi or empty them. In this method, we leave an 

empty space for letters to avoid, or use signs like ‘□, ×, ○’ Dividing 

refers to the decomposition of letters into Pyeon’s and Bang’s to read them 

in a certain order.

Chapter 4 contrasts and analyzes methods of lexical alternations i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 It takes a look at methods of 

alternation related with lexical synonymy, antonymy, and vagueness i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s. Lexical alternations related 

with synonymy are divided into euphemistic expressions based on traditional 

taboos,euphemistic expressions based on promotion and deterioration of 

meanings, and euphemistic expressions replaced by borrowed words. The 

Korean system of synonymy shows much more various and active aspects 

of realization of borrowed words than the Chinese system because the 

former has a double, or more, triple structure with native words, 

Sino-Korean words, and loanwords. We can take a look at lexical alternation 

related with antonymy with distinction between lexical alternations due to 

antonymy and lexical alternations in negative forms. The chapter contrasts 

lexical alternations related with vagueness with distinction among ‘referential 

vagueness,’ ‘semantic indeterminacy,’ ‘proclamation of semantic specificity,’ 

and ‘vagueness due to lack of information.’ Euphemistic expressions are 

realized in cases where reference to a certain subject does not have clarity 

or does have vagueness due to lack of concrete description, where a word’s 

or phrase’s meanings are not easy to determine as their meanings are very 

hazy, where one can predict that it is possible to realize two or more 

promotions at the same time, and where one does not have information 

enough to clearly grasp sentential meanings.

Chapter 5 contrasts and analyzes stylistic methods of euphem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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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in Korean and Chinese. It takes a look at euphemistic 

expressions concentrating on metaphors and metonymies based on the theory 

of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in chapter 2. In conceptual metaphor, 

there frequently occur ‘crockery metaphor,’ ‘pathway metaphor,’ ‘direction 

metaphor,’ and ‘connection metaphor’ based on the image-schema. 

Referential metonymy, among other kinds of metonymy, is divided into 

‘whole-part’ and ‘part-part.’ The whole and its parts, as well as parts and 

parts, are mutually replaced to be euphemistic expressions. We can reveal 

euphemistic meanings in terms of actions or events accounting for the 

beginning and end of an event in predicative metonymy. Usually in cases of 

events, metonymy tends to take an event’s beginning point and ending point 

as having representativeness. This seems to be related with the human 

cognitive ability to memoriz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an event better 

than the middle parts. Also, we can tell that euphemistic expressions appear 

when one conceptually describes a particular action in an event to represent 

the whole in the way of metonymy.

In chapter 6, we can find out beautifying and concealing objectives as 

purposive types of euphemistic expressions in Korean and Chinese. The 

beautifying objectivesof euphemistic expressions include three objectives of 

luck, elegance, and social consideration. Euphemistic expressions for luck 

include objects of worship, ominous things, and things related with diseases, 

while euphemistic expressions for elegance include things related with sex 

and physiological phenomena. Euphemistic expressions for social 

consider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ccupations, personal 

information, and social phenomena. They represent understanding and 

tolerance by promoting appellations for the purpose of beautification, 

changing words into familiar and positive expressions, and avoiding direct 

reference but expressing things euphemistically. The concealing objectives of 

euphemistic expressions can be divided in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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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We can tell that sensitive items related with politics are expressed 

in vagueness, indeterminacy, and beautification in the political domain, while 

euphemistic expressions are used in relation with economic notions and 

situations while not directly referring to money or poverty.

The semantics of euphemistic expressions is not unrelated with our 

experience of the world and our method of perceiving and categorizing the 

world. Thus, it is believed that one can correctly understand mutually 

difference cultures and give great help to communications if he or she 

examines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uphemistic expressions on the pan-cultural side based on cognitive 

semantics.

Keywords: euphemistic expression, contrastive study, cognitive semantics,     

          categorization, prototype theory,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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