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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신체어 ‘눈’의 의미 확장과 어휘론적 분절

山野井徹明(야마노이　데쓰아키)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신체어인 ‘눈’이라는 단어의 의미 확장 양상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눈’은 우리 인간
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으므로 ‘눈’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의미에서부터 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의미의 확장도 그만큼 활발히 일어나기 마련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의미 확장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X]+‘눈’] 
및 [‘눈’+[X]]구조인　단어 중 사람의 자질을 지니는 모든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그 어휘론적 분절(Artikulation, Gliederung) 구조를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히며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이 되어 있는 단어에 통일성이 없으며 대상이 되어 있는 어휘의 양도 한 
어휘장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통일성 있게 선정하면서 어휘의 양도 더 확대하
여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의 ‘눈’](目: 코 위에 있는 눈알
이 있는 부분)과 [기능면의 ‘눈’](眼: 사물을 보는 능력) 두 가지로 나누며 [형
태면의 ‘눈’]을 ‘눈’의 중심 의미로 잡아 의미 확장도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의 확
대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3.1에서는 기본 구조를 먼
저 살펴보았으며 3.2 이후에는 3.1에서 밝힌 기본 구조에 따라 분절 구조를 살
펴보았다. 3.2에서는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하
위 분류로서 색, 개수, 크기, 생김새(3.2.1 ~ 3.2.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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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3.3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 다루었다. 구체적인 하위 분류로서 
총기(聰氣), 정상, 비정상, 행위(3.3.1 ~ 3.3.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살
펴보았다.
  3.4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3.4에서는 능력을 〈있
음〉과 〈없음〉의 두 자질로 나눠서 각각 3.4.1과 3.4.2에서 살펴보았다.
  3.5에서는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눈 부위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눈 부위를 〈눈 
주위〉와 〈안구〉의 두 자질로 나눈 뒤, 〈눈 주위〉를 4.1에서, 〈안구〉를 
4.2에서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였다.

주요어: 의미 확장, 어휘론적 분절, 어휘장, 의미 확장도, 하위 분류

학 번: 2013-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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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신체어인 ‘눈’이라는 단어의 의미 확장 양상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1)
  신체어는2) 우리 인간의 신체의 부분에 대한 각 명칭을 가리키는 어휘이기에 
우리에게 특히 친밀감이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눈’은 코 윗부분에 
있는 눈알이나 눈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위이며 빛을 감지하여 사물을 보
는 능력을 지니는 시각기관으로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체기관이다.
   ‘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고 다른 어
휘와 달리 외래어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기초어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가까
운 기초어휘이기에 구체적인 의미에서부터 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
는 의미의 확장도 그만큼 활발히 일어나기 마련이다.3)

1) ‘분절(分節)’이라는 용어는 흔히 ‘segment’의 대응 어휘로 쓰인다. 허웅(1981:38-40)에
서는 분절이라는 용어가 상위의 언어단위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작은 단위로 
분석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과정의 결
과물도 지칭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언어학과　차원이　다른　동적언어이론
에　따른　독일어 ‘Artikulation’, ‘Gliederung’에 대응하는 역어로 ‘분절’이라는 용어
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배해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어휘장(Wortfeld)의 하위분류를 밝
히는 연구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온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배해수(1992;13)
에서는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가 언어에 걸친 지배적인 원리를 분절
(Artikulation, Gliederung)로 인식하면서, 언어를 하나의 총체(Totalität)로 규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임지룡(2016:2)에서는 신체어에 대하여 “신체어는 우리 몸의 부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머리, 낯, 눈, 코, 귀, 입, … 다리, 발’에서 보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짧은 음절의 
토박이말로 된 기초어휘가 대부분이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신체에 있는 부위에 대한 
어휘만을 신체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吉本一(요시모토 하지메, 2003:68)에서는 그것
에 더하여 신체의 동작이나 감각까지 나타내는 말까지를 신체어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
에서는 임지룡(2016:2)에서 쓰이는 ‘신체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눈’의 의미 확장
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李乙煥·李庸周(1964:163)에서는 “人間이 生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身體에
서 周圍에 있는 여러 事物을 聯想하는 本性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언급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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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현상을 
다의(polysemy)라고 한다. W. M. Urban(1939:112)은 어떤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유한한 단어로 세상의 모든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언어의 경제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다의성에 대하여 고찰한 뒤 ‘눈’ 명칭의　분절이 어떻게 이
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상위 분류인 〈얼굴〉이나　〈신체〉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 언어의 전체 언어요소는 궁극적으로는 작은 어휘장(word-field)들의 집합
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체어의 각 명칭의 의미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연구를 가정하고 진행한다. 각각의 연구 자체로는 체계성이 부족할지라도 전체 
연구의 일부로서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신체어 ‘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먼저 李乙煥·李庸周(1964:164)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의 各 部分을 表示하는 語가 形態, 機能, 特質面에서 
다른 事物에 共通되는 特徵을 所有할 때 原意를 喪失하고 새로운 意味를 獲得하
게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눈’의 중심의미를 “신체의 눈(目)”으로 보고 이 중심의
미를 기준으로  형태의 유사성에 의해 ‘頭目(上部)’, ‘쌀눈’, ‘티눈’, ‘저울눈’, ‘잣
눈(자에 새겨진 눈금)’ 등의 주변의미로 의미가 변화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千時權·金宗澤(1976:163-164)에서는 隣接(contiguity)과 相似(similarity)에 의
한 ‘눈’의 適用上의 轉移(shifts in application)의 고착과 분화의 예를 들고 있
다.4) 沈在箕(1982:142)에서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사물을 지시하

4) 千時權·金宗澤(1976:16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다.
  (ㄱ) 눈이 밝다. (“眼”의 의미)
  (ㄴ) 식물의 눈이 튼다. (“芽”의 의미)
  (ㄷ) 그물의 눈이 잘다. (“罟”의 의미)
  (ㄹ) 저울의 눈을 보라. (“値”의 의미)
  (ㅁ) 저 여자는 눈이 높다. (“眼目”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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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의 대부분은 인간의 신체와 각 부분 또 인간의 느낌, 감정으로부터 전용
한다고 하며 ‘눈(眼)’에 관해서는 “핵심”, “중심”, “식견”, “도량계의 눈금”, “식물
의 싹눈”, “그물의 매듭”과 같이 풍부한 은유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하
고 있다. 南星祐(1985:220)에서는 ‘눈’은 5개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구체
적으로 “①동물의 眼”, “②草木의 싹”, “③度量衡의 눈금”, “④編物이나 그물의 매
듭”, “⑤식견”을 들면서 이들은 중심의미인 “①동물의 眼”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
으로 보고 있다. 金光海(1989:223)에서는 고유어 ‘눈’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目
子, 視力, 視線, 眼目, 識見, 眼識, 面識, 面眼)’ 등을 제시하면서 “目子”를 중심의
미로 보고 그 나머지를 주변의미로 보고 있다. 배도용(2002:159-185)에서는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구성되는 ‘눈’의 중심의미가 어떤 국면을 취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주변의미로 확장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사만(2008:181)에서는 
어휘소 ‘눈’의 의미 기능을 “육안”으로 보고 있으며, 보는 시각적 기능에서 추상
화하여 “혜안”과 “심안”과 같이 지혜와 마음의 눈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눈’이 많
은 관용구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지룡(2016:15-17)에서는 인지언어학
의 신체화의 관점에서 논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눈’의 개념적 환유 및 은유, 범
주적 은유,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신체를 
기준으로 ‘동물, 식물, 사물, 공간, 시간, 추상’에 대해 의미 확장의 직접적인 관
련성이 확인되며, 거시적으로 볼 때는 신체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데서 비신체
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눈’ 명칭의 분절 구조에 대한 연구는 오명옥(1995:173-186)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눈〉명칭을5) 〈외형〉〈상태〉〈소유자〉 세 가지로 하위분류 
  여기서 (ㄱ), (ㄴ), (ㄷ), (ㄹ), (ㅁ)의 ‘눈’의 의미는 각각 다르되 이것들은 “眼”의 뜻에 바

탕한 相似와 隣接에 의하여 分岐된 의미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
다(千時權·金宗澤 1976:164).

5) ‘눈’이라는 말을 홑화살괄호로 둘러싼 〈눈〉이라는 표기는 아래의 의미삼각형(노대규 
1988:12)에서 “사고 또는 지시”(Thought or Reference)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적으
로는 큰따옴표를 써서 “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해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어휘장의 하위분류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관례적으로 연구 대상인 어휘장의 중심
이 된 단어를 큰따옴표가 아니라 홑화살괄호(‘< >’)로 둘러싼다. 따라서 오명옥(1995)에
서도 관례대로 큰따옴표 대신 홑화살괄호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오명옥(1995)에서는 
〈눈〉 명칭으로 ‘눈’이 들어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안(眼)’이나 ‘목(目)’이 들어 있는 단
어도 연구 대상이 되어 있으며 ‘게뚜더기’와 같은 직접적으로 ‘눈’을 가리키는 형태소가 
안 들어 있는 단어도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에 모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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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장은하(1997:605-621)에서는 〈눈 
부위〉명칭을 〈내부〉와 〈외부〉의 두 자질로 나눠 각각의 하위분류를 살펴보
면서 그 분절 구조를 밝히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단어에 통일성이 없으며 대상이 되
어 있는 어휘의 양도 한 어휘장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6)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통일성 있게 선정하면서 어휘의 
양도 더 확대하여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7) 신체어 ‘눈’ 즉 ‘눈01’과 
동형어로 처리되어 있는 ‘눈02’, ‘눈03’, ‘눈05’, ‘눈06’, ‘눈07’을 대상으로 하여8) 
‘눈’ 명칭 관련 어휘로　[[X]+‘눈’] 및 [‘눈’+[X]] 구조인　단어를9)　《표준》에서 
추출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10)　다만,　본고에서는 ‘눈’ 명칭의 분절 구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눈〉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눈’이라고 표기
하도록 한다.

6) 오명옥(1995)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 단어가 72개이며, 그중 [[X]+‘눈’] 혹은 [
‘눈’+[X]] 구조인 단어는 29개뿐이다. 또한 장은하(1997)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단어가 36개뿐이며, 그중 [[X]+‘눈’] 혹은 [‘눈’+[X]] 구조인 단어는 불과 12개뿐이다.

7) 이하 《표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8) ‘눈04’은 “雪”의 의미를 지니는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9) 본고가 의미론적 연구임에도 연구 대상 어휘를 형태론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 이유는 이 

방법이 목록을 일관성 있게 선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眼)’이나 
‘목(目)’이 포함된 단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본고의 목록은 ‘눈’ 명칭의 
어휘장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선 형태론적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상 
단어를 선정한 것이며, 이후의 연구에서 선정 방법 개선 및 한자어를 포함하는 연구 목
록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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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살피는 데 〈사람〉만을 다룰 것이며 『의학』전문 용어와 정신적인 
능력을 다룬 단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11) 그 결과 본고에서 연
구 대상이 되는 ‘눈’ 명칭 단어는 총 190개이다.
  본고에서 많은 신체어 중 ‘눈’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눈’에서 시각정보를 얻
고 그 정보를 인식하며 뇌로 전달하고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고 인식을 하는데, 
이는 ‘눈’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식의 입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질적 관계의 측면에서는 얼굴 외부에 있는 신체어(머리, 얼굴, 눈, 코, 
귀, 입, 턱, 목, 고개) 중 본질적 관계가 있는 신체어는 ‘눈’-‘보다’, ‘귀’-‘듣다’, 
‘코’-‘맡다’ 세 가지밖에 없다. 이때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
을 알다”라는 본동사의 의미로부터 보조동사로서의 의미로도 쓰이는 등의 특징
을 고려하면, 이 세 가지 중 가장 의미의 확장 양상이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미래의 연구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신체 부위일 것이라는 생각도 　‘눈’ 명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 본 다음,　‘눈’ 명칭의 분절 구
조를 밝혀갈 것이다.

1.4. 논의의 구성 

  제2장에서는 ‘눈’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 다룰 것이다.
  제3장에서는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살필 것이다. 3.1에서는 기본 구조를 먼
저 밝힐 것이며 3.2 이후에는 3.1에서 밝힌 기본 구조에 따라 분절 구조를 살필 
것이다. 3.2에서는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분
류로서 색, 개수, 크기, 생김새(3.2.1 ~ 3.2.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밝힐 
10) 『옛말』과 『방언』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11) 《표준》에　실려　있는　[[X]+‘눈’] 혹은 [‘눈’+[X]] 구조인　『의학』전문 용어는　대부분

이　질병명이나　질환명이다. 따라서 그　분절　구조를　밝히더라도 동질성이 깨질 우
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많고 대부분이 외국 의학 용어의 번역어라는 이유도 
있으므로 해당 용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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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3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분류로
서 총기(聰氣), 정상, 비정상, 행위(3.3.1 ~ 3.3.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밝힐 것이다.
  3.4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다. 3.4에서는 능력을 
〈있음〉과 〈없음〉의 두 자질로 나눠서 각각 3.4.1과 3.4.2에서 살펴보도록 하
겠다.
  3.5에서는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를 밝힐 것이다.
  제4장에서는 눈 부위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눈 부위를 
〈눈 주위〉와 〈안구〉의 두 자질로 나눈 뒤, 〈눈 주위〉를 4.1에서, 〈안구〉
를 4.2에서 다루기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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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01
「1」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척추동물의 경우 안구ㆍ
시각 신경 따위로 되어 있어, 외계에서 들어온 빛은 각막ㆍ눈동자ㆍ수정체를 지
나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굴광체(屈光體)에 의하여 굴절되
어 망막에 상을 맺는다. ≒목자04(目子).
「2」=시력01(視力).
「3」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4」((‘눈으로’ 꼴로 쓰여))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5」사람들의 눈길.
「6」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목13(目) 3.
「7」『북한어』자동차나 트랙터 따위의 앞 조명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북한어』감시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눈’의 의미 확장 양상

2.1. ‘눈’의 중심 의미

  ‘눈’은 《표준》에서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물을 볼 수 있는 코 위에 있
는 눈알이 있는 부분”이나 “사물을 보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먼저 떠오를 것이
다. 이들은 바로 《표준》의 ‘눈01’의「1」혹은 ‘눈01’의「2」에 해당되는 부분
이며, 이 ‘눈01’의「1」 혹은  ‘눈01’의「2」가 ‘눈’의 중심의미임은 이론의 여지
가 없을 것이다.
  ‘눈’은 [형태면의 ‘눈’](目: 코 위에 있는 눈알이 있는 부분)과 [기능면의 
‘눈’](眼: 사물을 보는 능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형태로서의 ‘눈’
(目)이 없으면 당연히 기능면의 ‘눈’(眼)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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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미는 [형태면의 ‘눈’], 즉 ‘눈01’의「1」이 되겠으며 [기능면의 ‘눈’]은 [형
태면의 ‘눈’]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2. ‘눈’의 의미 확장

  여기서 [형태면의 ‘눈’]에서 의미가 확장되면서 [기능면의 ‘눈’]이 되는 양상을 
의미 확장도로 그리면 <도식1>과 같이 될 것이다.

<도식1>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눈’의 중심 의미가 [형태면의 ‘눈’]이기에 여기서 동형
어를 포함해서 그 확장 양상을 생각하였을 때, {자ㆍ저울ㆍ온도계 따위에 표시
하여 길이ㆍ양(量)ㆍ도수(度數) 따위를 나타내는 금}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
02’ (눈금), {그물 따위에서 코와 코를 이어 이룬 구멍}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3’의「1」(그물눈),12) {새로 막 터져 돋아나려는 초목의 싹}이라고 뜻풀이
가 되는 ‘눈05’ (싹),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6’ (구더
12) 아래 그림에서 그물과 그물이 교차하는 부분이 ‘코’이며 그 코와 코를 이어 이룬 구멍

이 ‘눈03「1」’이다. 그림을 보면 ‘눈03「1」’ 중심의미인 [형태면의 ‘눈’]에서 확대되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림1> ‘눈03’ 「1」의 그림



- 9 -

기),13)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7’ (물안경)은14) 모두 [형태면의 
‘눈’]에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15)
  이들을 모두 반영하여 의미 확장도로 그리면 <도식2>와 같다. 

<도식2>
　　
  [기능면의 ‘눈’]에서는 먼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고 뜻풀이되는 ‘눈
01’의 「3」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거기서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라고 뜻
풀이되는 ‘눈01’의 「4」,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는 ‘눈01’의「8」로 
의미가 확장된다.
  또한 ‘눈01’의 「4」에서는 {사람들의 눈길}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1’의
「5」로 의미가 확장된다.
  ‘눈03’의「1」은 {당혜(唐鞋), 운혜(雲鞋) 따위에서 코와 뒤울의 꾸밈새}라고 
뜻풀이되는 ‘눈03’의「2」, {바둑판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3’의「3」, {나무를 가로 베었을 때 나뭇결들의 사이}라고 
뜻풀이되는 ‘눈03’의「4」로 의미가 확장된다.

13) 경남 지역의 방언.
14) 제주 지역의 방언.
15) ‘눈04’는 “雪”의 의미를 지니는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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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정리하여, 의미 확장도로 그리면 다음 <도식
3>과 같다.16)

16) 외국어의 경우,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은 한국어 ‘눈’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첫째로 일본어의 경우, ‘눈05’(芽)에 해당하는 ‘me(芽)’에서 {알의 노른자위 위에 있고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부분(卵の黄身の上にあり、将来ひなになる部分)}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me(芽)2’에 의미가 확장되며 {새로 생기고 앞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新たに生
じ、これから成長しようとするもの)}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me(芽)3’까지 의미가 확장된
다. 더 나아가 중심의미인 [형태면의 ‘눈’]에서 {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 순서에 해
당되는 뜻을 나타냄 (数を表す語に付いてその順序にあたる意を表す)}이라는 뜻풀이가 
되는 접사 ‘-me(目)1’로 의미가 확장되며 품사 전성(conversion) 현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둘째로 스페인어의 경우, [형태면의 ‘눈’](ojo「1」)에서 {공작이 각각의 꽁지깃 끝에 지
니는 색이 있는 동그라미(Círculo de colores que tiene el pavo real en la 
extremidad de cada una de las plumas de la cola)}라고 뜻풀이가 되는 ‘ojo’「12」
로 의미가 확장되거나 {무엇인가에 주위를 기울이게 함(Para llamar la atención 
sobre algo)}을 뜻하는 감탄사 ojo「25」(예: ¡Ojo con la sopa! ¡No la derrames!(흘
리지 않도록 들고 있는 스프에 조심하여라.))로 의미가 확대되어 품사 전성 현상을 보여 
준다. 즉 이들은 한국어의 ‘눈’ 의미 확장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일본어 ‘me’와 스페인어 ‘ojo’의 의미 확장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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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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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 명칭의 분절

3.1. 기본 구조

  Heine et al(1991:48)에서는 개념 영역으로 ‘사람 > 사물 > 공간 > 시간 > 
추상(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이
라는 연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본고에도 적용하여 자질 〈눈〉의 하위분류
를 검토하였다. 먼저 《표준》에서 [[X]+‘눈’] 및 [‘눈’+[X]] 구조인　단어를 추
출한 후 뜻풀이를 모두 검토한 결과, 〈시간〉의 자질을 지니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X]+‘눈’] 및 [‘눈’+[X]] 구조인　단어가 〈동물〉이나 〈식물〉
의 자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었다.

<도식4>

  본고에서는 〈사람〉만을 다루기로 하였기 때문에, 〈눈+사람〉이 어떻게 분
류되는지를 아래 <도식5>와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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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5>

　〈눈+사람〉은　위와　같이　〈외형〉〈상태〉〈능력〉〈눈 부위〉〈비유〉의　다
섯　가지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분류는 모두 귀납적으로 얻게 된 
결과로,17) 제3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하위분류 중 〈눈 부위〉를 제외한　네 가
지 자질이 어떻게　하위　층으로　분절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눈 
부위〉의 자질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2.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

　　눈(‘눈’의　 피지시물)을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 <도식6>과　 같이　
〈색〉〈개수〉〈크기〉〈생김새〉로　하위분류된다. 사람의 외형을 〈외형〉의 
속성을 지니는 단어에서 선정하는 데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개체 속성이다.18) 따
라서 3.2에서 다루는 단어는 모두 개체 속성을 지닌다.
17) 배해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어휘장의 하위분류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기준부터 

세워 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귀납적 방법으로 분류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귀납적
인 방법을 택하였다.

18) 사람의 외형은 본질적이고자 반영구적인 것이다. 한편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다. 예컨
대 머루눈이라는　단어는 {눈동자가 머루알처럼 까만 눈}이라고 뜻풀이가 되는데 
그 눈의 까만색은 본질적인 것이며 개체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눈이라는　 단어는　 {눈병 따위로 짓무른 눈}이라고　 뜻풀이가　 되는데　 그　 눈은　
일시적인　상태로　짓무른　것이며　일시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로는 일상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며 영어로도 보어 자리에 개체 속성을 지니는 
단어가 오든 일시적 속성을 지니는 단어가 오든 동사 ‘be’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어로는 개체 속성을 지니는 보어가 나올 때는 동사 ‘ser’를, 일시적 속성을 지니
는 목적어가 나올 때는 동사 ‘estar’를 씀으로써 이 둘을 구별한다.

   ㄱ. Sus ojos son(>ser) negros. (His eyes are(>be) black./그의 눈은 까만색이다.)
   ㄴ. Sus ojos están(>estar) doloridos. (His eyes are(>be) sore./그의 눈은 짓물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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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6>

3.2.1. 색

  눈동자의 색에 따라 ‘눈’의 명칭이 분절된다.

  　　(1) 머루눈19)(0)20)21)
     예) 보통 키에 머루눈을 가진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 삼촌들과 함께 

살고 있다.22) (한겨레신문, 1990.03.29.)
    (2) 눈검정이(0)

　　(1)은 {눈동자가　머루알처럼　까만　눈}으로　뜻풀이되면서　〈외형-색+
까만색〉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2)는 {눈이 유난히 검은 사람}으로 뜻풀이가 
되면서〈외형-색+검은색〉이라는 특징은 지닌다.
  따라서 〈색〉에 따른 하위 분절은 다음 <도식7>과 같다.23)

19) 《표준》 눈동자가 머루알처럼 까만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이 괄호 안의 숫자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말뭉치”(이하 말뭉치라고 부르기

로 함)로 빈도수를 검색한 결과이다. 북한어에 대해서는 『북한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북한어』에 해당되는 단어는 모두 빈도수가 0이었다).

21) 《표준》에 다의어로 등재된 단어에 대해서는 표제어의 빈도수를 대표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검색한　빈도수에　다른　표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
외하며　같은　표제어의　빈도수만 반영되도록 한다.　

22) 말뭉치에서 빈도수가 0인 단어나 『북한어』 중에도 신문이나 소설과 같은 문어에 실제
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단어에 관하여도 용례를 찾을 수 있던 경우에는 모두 
용례를 붙이도록 하였다. 용례를 찾지 못한 단어에 관하여는 용례를 붙이지 않았으며 
빈도수가 높아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사용되어 용례가 필요 없는 단어에도 용례를 붙
이지 않았다.

23) (1)은 유개념이 ‘눈’이며 (2)는 유개념이 ‘사람’이 되어 있다. 유개념이 ‘사람’인 단어라



- 15 -

<도식7>

3.2.2. 개수
　　　　
  눈을 하나 잃은 경우, ‘눈’ 명칭의 분절이다.

　  　(3) 눈골태기(0)
    (4) 애꾸눈(43)
      예) 10대 딸 및 애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 사만다는 어느 날 애꾸눈의 죄

수로부터 습격을 받는다.(동아일보, 1997.02.20.)
    (5) 외눈(19)
      예) … 심한 아픔과 함께 왼눈으로부터 샘솟듯 피가 흐르고, 갑작스레 외눈이 

되어 싸움에도 어려움이 있어 … (경향신문, 1984.10.29.)
    (6) 외통눈24)(-通-)『북한어』
      예)《표준》외통눈 마름.

　　(3)-(6)은　 ｛눈의　 개수가　 한　 개｝라고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므로 
〈외형-개수+1개〉라는 특성을 모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6)은 〈외
형-개수-1개+비하〉의 특성도 지닌다. 또한 (3)-(6)은 모두 〈상태-비정상-
영구적+시력상실〉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수〉에 따른 하위 분절은 다음 <도식8>과 같이 되겠다.

도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어는 모두 그 사람을 특징 짓는 눈에 대한 뜻풀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같은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보배눈’의 뜻풀이 {남달리 잘 보는 눈이
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처럼  유개념 부분이 눈과 사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단어도 
같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24) 《표준》 ‘외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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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8>

3.2.3. 크기
　　　　 
  〈크기〉는 〈큼〉〈작음〉〈가늚〉 세 가지로 하위분류되며 다음 <도식9>
처럼 각각 더 하위 층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단어가 하위 층으로 더 
내려가는데, 이들은 먼저 연구 대상에서 크기에 관한 종차를 보이는 단어를 선
정한 뒤에 각 단어가 지니는 크기 이외의 종차를 자질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
여 하위분류하였다. 여기서는 〈크기〉를 상위 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더 
깔끔한 분절 구조로 정리할 수 있기에 〈크기〉를 상위 분류로 삼은 바 있다.
  여기서 아래 <도식9>는 예를 들어 ‘방울눈’은 {크면서 둥글다}라는 뜻이며 
‘딱부리눈’은 {크고 불거진 눈}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아래 <도식9>에서 
〈큼〉에 속하면서 이차적으로 〈둥긂〉과 〈불거짐〉에 속한다.

<도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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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큼

  이곳의 어휘는 ‘눈’이 크면서 어떻다는 뜻으로 분절되었다.

    (7) 방울눈(2)
      예)《표준》푸른 눈썹에 방울눈을 부릅뜨고 코를 벌름이며, 푸른 수염 갈기를 

왕가시처럼 세운 채….《최명희, 혼불》
    (8) 사발눈(沙鉢-) 「1」25)『북한어』
      예)《표준》모판에 달려간 순녀는 사발눈으로 영양단지 모를 살펴보았다.《선
대》
    (9) 붕어눈(2)
      예)《표준》아기는 동그란 얼굴에 붕어눈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귀여워한다.
    (10) 눈딱부리26)(3)
      예)《표준》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눈이 더 비어졌을거란 이 눈

딱부리란 노인은, 마치 자기의 신세타령이라도 하듯 가락이 한결 구슬프게 
들렸다.《김정한, 뒷기미 나루》

    (11) 눈깔딱부리27)(0)
    (12) 딱부리눈28)(0)
      예)《표준》그는 입을 악물고 딱부리눈을 똑바로 뜨고 날 쳐다보며 머리를 살

살 흔든다.

  (7)-(12)까지의 단어는 모두 〈눈이 큼〉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7)-(8)까지는 각각 {방울처럼 둥글고 부리부리하게 큰 눈}, {사
발처럼 크고 둥근 눈}이라고 해석되며 〈큼+둥긂〉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9)는 {크고 툭 튀어나온 눈}을 이루며 〈큼+튀어나옴〉이라는 특성을 지
닌다. 마지막으로 (10)-(12)는 모두 {크고 툭 불거진 눈}이라고 해석

25) 《표준》 사발처럼 크고 둥근 눈.
26) 《표준》 크고 툭 불거진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27) 《표준》 ‘눈딱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28) 《표준》 =눈딱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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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큼+불거짐〉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3.2.3.2. 작음

  이곳의 어휘는 ‘눈’이 작으면서 어떻다는 뜻으로 분절되었다.

    (13) 쥐눈(5)
     예)《표준》그놈 눈구멍이 쥐눈으로 생긴 것이 똑 조조 본으로 생겼던가 보더

라.《송기숙, 녹두 장군》
    (14) 귀밀눈『북한어』
    (15) 가재미눈01「2」29)『북한어』
    (16) 메밀눈30)『북한어』
     예)《표준》취기가 올라 반쯤 감겨져서 길숨하던 도사의 눈매가 별안간 세모꼴

이 잡힌 메밀눈으로 모가 두드러지면서 매섭게 부라려졌다.《박태민, 성벽에 
비낀 불길》

    (17) 족제비눈31)(0)
     예)《표준》족제비눈이 되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오택부의 얼굴에다 지야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장용학, 원형의 전설》
    (18) 눈깜쟁이32)(0)
    (19) 좁쌀눈33)(0)

  (13)-(19)는 모두 눈이 작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모두 〈크기+작음〉이라
는 특성을 갖는다. 이 중 (13)은 {얼굴 생김에 비하여서 어울리지 아니하
게 몹시 작은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크기+작음〉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4)는 {길게 생긴 작은 눈}이라고 해석되며 〈작음+긺〉이라는 특성을 지닌
29) 《표준》 가자미의 눈처럼 두 눈이 작고 동그랗게 한데 몰린 눈.
30) 《표준》 작고 세모진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1) 《표준》 작고 매서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 《표준》 실눈처럼 눈이 매우 작은 사람.
33) 《표준》 매우 작은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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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는 {두 눈이 작고 동그랗게 한데 몰린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작음-둥긂+한데 몰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16)은 {작고 세모진 눈}
을 이루는 단어로 〈작음+세모짐〉이라는 특성을, (17)은 {작고 매서운 눈}
을 이루는 단어로 〈작음+매서움〉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18)-(19)는 공통적
으로 {눈이 매우 작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작음+매우작음〉이라는 특
성을 갖게 되겠다.

3.2.3.3. 가늚

  이곳의 어휘는 ‘눈’이 가늘면서 어떻다는 뜻으로 분절되었다.

    (20) 뱁새눈34)(0)
     예)《표준》약이 오른 아이가 뱁새눈이 되어 씩씩거리며 흘겨본다.
    (21) 실눈01「1」(62)
     예)《표준》그는 쌍꺼풀도 없는 데다 실눈이어서 떴는지 감았는지 분간이 안 된
다.
    (22) 봉의눈35)(鳳--)(0)
     예)《표준》나를 볼 때의 할아버지는 봉의눈이 살짝 처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0)-(21)은 {가늘고 작은 눈}이라고 해석되며 〈크기-가늚+작음〉
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2)는 {가늘고 긴 눈}이라고 뜻풀이되는 것과 동
시에 {눈초리가 위로 째진 눈}이라고도 해석되므로 〈크기-가늚+긺〉이
라는 특성과 동시에 〈외형-생김새-부위-눈 주위-눈초리+째짐〉이라는 특성
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4) 《표준》 작고 가늘게 째진 눈. 
35) 《표준》 봉황의 눈같이 가늘고 길며 눈초리가 위로 째지고 붉은 기운이 있는 눈. 귀상

(貴相)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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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에 따른 하위분류를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10>과 같이 정리되겠다.

<도식10>

3.2.4. 생김새 

  〈생김새〉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른 〈인식〉, 신체 부위로서의 눈
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른 〈부위〉로 하위분류되며 다음 <도식11>처럼 분절
된다.

<도식11>

    (23) 눈매(238)
     예)《표준》나이는 삼십 안팎인 듯 안경 속의 눈매가 갸름하다.《박경리, 토지》
    (24) 눈맵시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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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날밤에 新婦를 보니 눈이 멀기는커녕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눈맵시가 예
쁘기 한량없다. (경향신문, 1977.11.28.)

    (25) 눈모37)(0)
    (26) 눈꼴「1」(29)
     예)《표준》눈꼴을 보아 하니 성깔 있어 보인다.

  (23)-(25)는 {눈이 생긴 모양새}라는 해석이 되며 〈외형+생김새〉
라는 특성을 지닌다. (26)은 이 특성을 낮잡아 이르는 단어로서 〈외형-생김새
+비하〉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26)은 {눈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모양을 낮
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해석이 되므로 〈상태-행위+비하〉라는 특성도 동시에 
갖게 될 것이다.

3.2.4.1. 인식

  〈외형-생김새+인식〉은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다음 <도식12>처럼 분
절된다.

<도식12>

　  　(27) 독수리눈38)(禿---)(0)

36) 《표준》 =눈매.
37) 《표준》 =눈매.
38) 《표준》 날카롭고 매서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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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金日成은 전지전능한 神이요, 북한사회에서 그의 독수리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경향신문, 1983.06.21.)

    (28) 화경눈(火鏡-)「2」39)『북한어』
    (29) 뱀눈40)(4)
     예)《표준》임종두는 손톱 끝으로 살짝 긁어 놓은 듯한 그 특유의 뱀눈으로 잠

시 노려보고는….《이호철, 문》
    (30) 피눈「2」41)『북한어』
     예)《표준》왜놈들은 근거지와 내통하고 있는 통비분자들을 색출한다고 피눈이 

되여 날치고 있다.《415 문학창작단, 근거지의 봄》
    (31) 반달눈42)(半--)(1)
     예) 춥고 흐린 날씨였지만 인터뷰 내내 특유의 반달눈을 하고 웃었다. (조선일

보, 2003년도)
    (32) 자웅눈43)(雌雄-) (0)
     예)《표준》아이는 한쪽 눈은 크고 다른 한쪽 눈은 작은 자웅눈이었다. 《문순

태, 타오르는 강》
    (33) 짝눈(21)
     예) 피터포크는 그의「트레이드마크」인 짝눈을 찡긋하며 하고 싶은 말을 혼자 

다 한 뒤 일방적으로『얘기 끝』해 버리는 고집불통의 노인 로키로 나온다. 
(동아일보, 1996.09.05.)

    (34) 생매눈(生--)「2」44)『북한어』
     예)《표준》생매눈이 희번득거리다.
    (35) 눈발01(96)
     예)《표준》살기등등한 눈발로 직접, 또는 남을 시켜 가택 수색을 해 간 것만도 

일곱 차례나 되었다.《이문구, 장한몽》
    (36) 눈짓물이45)(0)

39) 《표준》 야수의 눈과 같은 독기 어린 눈.
40) 《표준》 독살스럽게 생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표준》 독살스럽거나 탐욕스러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 《표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눈.
43) 《표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생긴 눈.
44) 《표준》 살기를 띤 사나운 눈을 낮잡아 이르는 말. 
45) 《표준》 눈시울이 짓무른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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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짤깍눈46)(0)
    (38) 찔꺽눈47)(0)
    (39) 독사눈48)(毒蛇-)(0)
     예)《표준》 까만 제복을 입은 일본인 역무원이 독사눈을 뜨고 나타나서 쇳소리

를 질렀다.《박완서, 미망》
    (40) 눈딱지49)(1)
     예)《표준》도적놈은 털이가 앞을 나서니 고개를 번쩍 들어 그 눈딱지를 사납게 

굴리면서 그래도 말씨만은 그렇게 거칠지 아니하였다.
        《현진건, 무영탑》
    (41) 동태눈50)(凍太-)(4)
     예)《표준》그들은 그렇게 잠에 시달리면서부터야 부대원 전부가 썩은 동태눈을 

하고 있다고 얕잡아 봤던 전입 초기의 자신들을 뉘우쳤다.《신상웅, 심야의 
정담》

  (27)은 {날카롭고 매서운 눈}으로 해석되며 〈인식-날카로움+매서
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8)은 {야수의 눈과 같은 독기 어린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인식+
독기어림〉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9)-(30)은 둘 다 {독살스럽게 생긴 눈}이라고 해석되며 〈인식+
독살스러움〉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
  (31)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눈}이라는 해석이 되며 〈인식+발달모
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2)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생긴 눈}, (33)은 {양쪽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게 생긴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인식+불균형〉이라는 특성
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34)는 {살기를 띤 사나운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비하의 뜻도 포함
46) 《표준》 짓물러서 늘 잔물잔물한 눈.
47) 《표준》 짓물러서 늘 진물진물한 눈.
48) 《표준》 표독스럽게 생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표준》 보기에 험상궂고 흉한 눈을 이르는 말.
50) 《표준》 흐릿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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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인식-사나움+비하〉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35)는 {어떤 곳을 쏘아보는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인식+쏘아봄〉
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36)-(38)은 모두 {짓무른 눈} 혹은 {눈이 짓무른 사람}이라고 해
석이 되며 〈인식+짓무름〉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39)는 {표독스럽게 생긴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인식+표독스러움〉
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40)은 {보기에 험상궂고 흉한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인식+험상궂
음〉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41)은 {흐릿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의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인식
-흐릿함+생기없음〉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식〉에 따른 하위분류를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13>과 같이 정
리되겠다.

<도식13>
3.2.4.2. 부위

  〈생김새+부위〉는 해당 단어가 눈 전체냐 눈 주위냐에 따라 아래 <도식
14>처럼 분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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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14>

3.2.4.2.1. 눈 전체

    (42) 고리눈「2」51)(7)
     예)《표준》그는 한동안 멍청히 산업계장의 동그란 고리눈을 건너다보기만 했

다.《한승원, 해일》
    (43) 개구리눈52)(0)
     예)《표준》얼마나 울었는지 시뻘건 두 눈이 개구리눈처럼 튀어나왔다.
    (44) 퉁방울눈53)(3)
     예)《표준》유난히 큰 퉁방울눈이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다.《송기숙, 녹두 장
군》
    (45) 돼지눈「1」54)『북한어』
     예)《표준》돼지눈에 음흉한 웃음을 띠우고 시꺼먼 털이 부수수 난 장딴지를 긁

적거리며 말했다.《간고한 나날, 선대》
    (46) 오목눈(5)
     예) 동그란 코가 그래도 서있는 편이고 오목눈이어서 대뜸 간실간실　사람의 눈

51) 《표준》 동그랗게 생긴 눈.
52) 《표준》 둥그렇게 불거져 나온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3) 《표준》 퉁방울처럼 불거진 둥그런 눈. 
54) 《표준》 둥그렇게 불뚝 나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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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끄는 얼굴이라고 투박한 삼봉이 보기에도 느껴졌다. (동아일보, 
1973.01.31.)

    (47) 옴팍눈『북한어』
    (48) 옴팡눈55)(0)
     예) “무슨 짓인가” 땅딸한 옴팡눈과는 반대로 늘씬한 체구의 사나이가 이런 절

박한 사태엔 어울리지 않을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힐문했다. (동아일보, 
1980.08.06.)

    (49) 우멍눈『북한어』
    (50) 우묵눈『북한어』
    (51) 움퍽눈『북한어』
    (52) 움펑눈56)(0)
     예) 그러나 그 움펑눈에는 분기(憤氣)가 번뜩였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번뜩

이곤 하였다. (경향신문, 1988.02.03.)
    (53) 옹이눈(3)
     예)《표준》사흘이 되자 김가는 아침부터 박가가 기다려졌다. 밤에는 옹이눈이 

되어 귀를 기울이고 잠도 안 잤다.《오영수, 은냇골 이야기》
    (54) 우물눈(0)
    (55) 사발눈(沙鉢-)「2」57)『북한어』
     예)《표준》눈은 사발눈 코는 평코.《선대》
    (56) 세모눈「1」58)(0)
     예)《표준》이 선생은 잔뜩 불쾌한 표정으로 세모눈을 세워 강 차석을 치켜보고 

있던 참이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57) 암팡눈59)(0)
     예)《표준》대문 앞에서 중학생 남짓 되는 녀석이 암팡눈을 치켜뜨고 중년 남자

에게 대들고 있었다.
    (58) 두꺼비눈60)(0)

55) 《표준》 옴폭하게 들어간 눈.
56) 《표준》 움푹 들어간 눈.
57) 《표준》 눈알이 둥그렇게 삐어져 나와 보기 싫은 눈. 
58) 《표준》 세모나게 생긴 눈.
59) 《표준》 암팡스러운 눈. 
60) 《표준》 눈알이 튀어나온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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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버지, 오늘 라미가 새끼 낳는대요.』 아버지도 반가운지 눈을 두꺼비눈처
럼 꿈벅했읍니다. (동아일보, 1984.01.11.)

  (42)는  {동그랗게 생긴 눈}으로 해석되며 〈부위-눈 전체+동긂〉이라
는 특성을 갖는다. (43)-(44)는 {동그랗게 불거진 눈}이라고 공통적으로 
뜻풀이되며 〈부위-눈 전체-둥긂+불거짐〉이라는 특성을 둘 다 갖는다. 
(45)는 {둥그렇게 불뚝 나온 눈}이라고 해석되며 〈부위-눈 전체-둥긂
+불뚝 나옴〉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46)-(54)는 모두 {들어간 눈}이라고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며 〈부
위-눈 전체+들어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61) (55)는 {눈알이 삐어져 
나옴}이라고 뜻풀이되며〈부위-눈 전체+삐어져 나옴〉이라는 특성을 지닌
다.
  (56)은 {세모난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전체+세모남〉이라
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57)은 {암팡스러운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전체+암팡스러움〉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58)은 {튀어나온 눈}
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전체+튀어나옴〉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3.2.4.2.2. 눈 주위

    (59) 밥풀눈62)(0)
    (60) 쌍겹눈63)(雙--)(0)
     예)《표준》동생은 쌍겹눈에 보조개까지 있어 아주 예쁘다.
    (61) 쌍까풀눈(雙---)(0)
     예) 그만하면 쌍까풀눈에 눈썹짙겠다, 총각 한눈깨나 팔게 생겼다. (한겨레신문, 

1988.07.09.)

61) (46)-(54)의 단어 중 표준어는 (48)과 (52)이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에 의한 약간의 어감 차이만 있다. 또한 (47)은 (48)의 북한어이며 
(49)-(51)은 (52)의 북한어이다.

62) 《표준》 눈꺼풀에 밥알 같은 군살이 붙어 있는 눈.
63) 《표준》 =쌍꺼풀눈. 



- 28 -

    (62) 쌍꺼풀눈(雙---)(2)
     예)《표준》그의 입이나 코는 별로 크지 않는데, 눈만은 쌍꺼풀눈이라 보통 사

람보다 커 보인다.
    (63) 마늘모눈64)(0)
    (64) 들창눈65)(-窓-)(0)
    (65) 낚시눈66)(0)
     예)《표준》양만석은 농군들이 낚시눈을 하고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

지 못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66) 갈고리눈67)(0)
     예)《표준》그의 뱁새눈같이 쪽 째진 갈고리눈으로 말끄러미 쏘아보는 것은 어

쩐지 기미가 좋지 않아서 이쁜이는 가슴이 떨리었다.《이기영, 서화》
    (67) 갈구리눈68)『북한어』
     예)《표준》놉쇠는 마주 앉은 사람의 갈구리눈에 떠오른 경악과 공포의 섬광을 

충분히 가려볼 수가 있었다.《높새바람, 선대》
    (68) 거적눈69)(1)
     예)《표준》늙은 주모는 권대길의 싸맨 머리에 놀라 무거운 거적눈을 둥그렇게 

뜨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59)는 {눈꺼풀에 밥알 같은 군살이 붙어 있는 눈}이라고 해석이 되
며 〈부위-눈 주위-눈꺼풀+군살 있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60)-(62)는 모두 {쌍꺼풀이 진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주위-눈꺼풀+쌍꺼풀〉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63)은 {쌍꺼풀에 모가 져서 마늘모 꼴로 세모진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주위-눈꺼풀+세모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64)는 {눈꺼풀이 들창처럼 위로 쳐들려 있는 눈}이라고 해석이 되

64) 《표준》 위쪽에 있는 눈꺼풀이 모가 져서 마늘모 꼴로 세모진 눈.
65) 《표준》 눈꺼풀이 들창처럼 위로 쳐들려 있는 눈.
66) 《표준》 낚싯바늘처럼 눈초리가 꼬부라져 올라간 눈. 
67) 《표준》 눈초리가 위로 째져 치켜 올라간 눈.
68) 《표준》 ‘갈고리눈’의 북한어. 
69) 《표준》 윗눈시울이 축 처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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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위-눈 주위-눈꺼풀+쳐들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65)는 {낚싯바늘처럼 눈초리가 꼬부라져 올라간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주위-눈초리+꼬부라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66)-(67)과 (22)는 다 {눈초리가 위로 째진 눈}이라고 해석이 되
며 〈부위-눈 주위-눈초리+째짐〉이라는 특성을 모두 지닌다. (22)은 2.3.3.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형-크기-가늘다+길다〉라는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68)은 {윗눈시울이 축 처진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부위-눈 주위-
윗눈시울+처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위〉에 따른 하위분류를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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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15>

 　3.2에서는 ‘눈’ 명칭의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 왔
다. 3.2에서 밝힌 분절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도식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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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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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태에 따른 분절 구조

　　눈의 상태 면을　 보았을　 때　 〈총기〉〈정상〉〈비정상〉〈행위〉로　 다음 
<도식17>과 같이 하위분류된다．

<도식17>

3.3.1. 총기(聰氣)

  총기가 도는 상태인 ‘눈’ 명칭이다.

    (69) 샛별눈(0)

　　(69)는　 ｛총기가 도는 눈}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상태+총
기〉라는 특성을 지닌다. 〈상태+총기〉의 자질에는 하위분류가 없다.

3.3.2. 정상

  여기서는 온전한 ‘눈’의 분절 구조를 밝힌다.

    (70) 생눈(生-)01(6)
     예)《표준》생눈을 뻔히 뜨고야 왜 남에게 신세 수고를 끼칩니까.《허준, 잔등》

　　(70)은 {아프지도 다치지도 아니한 멀쩡한 눈}이라고 해석되며 〈상
태+정상〉이라는 자질을 갖게 된다.



- 33 -

  〈상태+정상〉의 자질에는 하위분류가 하나도 없다.

3.3.3. 비정상

  〈비정상〉은 〈일시적〉과 〈영구적〉 두 가지로 하위분류되며 다음 <도식
18>과 같이 더 하위 층으로 내려간다.

<도식18>

3.3.3.1. 일시적

  〈비정상+일시적〉은 〈병〉과 〈피곤〉 두 가지로 하위분류된다.

3.3.3.1.1. 병

  이곳의 어휘는 ‘눈’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가에 따라 분절되었다.

    (71) 삼눈70)(0)
     예) 우리나라에서 장님이 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첫째 홍역 때, 삼눈을 앓은 

뒤 또는 외상으로 인함인 듯하다. (동아일보, 1962.11.01.)
    (72) 진눈71)(0)
    (73) 뙤기눈72)『북한어』
     예)《표준》화가 울컥 치민 춘권은 뙤기눈에 앙증스럽게 생긴 신탄 도매상을 노

70) 《표준》 눈망울에 삼이 생기어 몹시 쑤시고, 눈알이 붉어지는 병.
71) 《표준》 눈병 따위로 가장자리가 짓무른 눈.
72) 《표준》 눈시울에 흠집이 났거나 천성적으로 흠이 있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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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보며 시근거렸다.《박태민, 성벽에 비낀 불길》

  (71)-(72)는 〈일시적-병+눈 전체〉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 중 (71)은 {눈알이 붉어지는 병}이라고 해석되며 〈일시적-병-눈 전체+붉
어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72)는 {눈병 따위로 짓무른 눈}이라고 해석
되며 〈일시적-병-눈 전체+짓무름〉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73)은 {눈시울에 흠집이 났거나 천성적으로 흠이 있는 눈}이라는 뜻풀이가 
되며 〈일시적-병-눈 주위-외부+눈시울〉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상태-비정상-영구적-병-눈 주위+눈시울〉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지닌다.

3.3.3.1.2. 피곤

  여기서는 ‘눈’이 피곤한 상태임을 자질로 지녀 분절되었다.

    (74) 뜬눈(96)
     예)《표준》그는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였다.

  (74)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이라고 뜻풀이되며,〈일시적+피
곤〉의 자질은 가진다. 〈피곤〉자질은 더 이상 분절을 하지 않는다.

3.3.3.2. 영구적

  〈비정상+영구적〉은 〈병〉과 〈노화〉 두 가지로 하위분류된다. 여기서 
〈영구적+병〉 자질은 선천적인 병이나 비정상 상태도 포함되어 있다.

3.3.3.2.1. 병

  이곳의 어휘는 ‘눈’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가에 따라 분절되었다. 



- 35 -

    (75) 눈골태기「1」73)(0)
    (76) 눈뜬장님「1」74)(3)
     예)《표준》그는 눈뜬장님이어서 아들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77) 맹눈75) (盲-)『북한어』
    (78) 먹눈76)(3)
     예) 물론 스튜어트는 샷할 때 眼帶로 눈을 가리고 하는「먹눈 플레이」였다. 

(경향신문, 1991.02.07.)
    (79) 먼눈77)(10)
     예)《표준》강진수는 먼눈에 힘을 주어 두어 번 껌벅거리고 파리똥이 닥지닥지 

앉은 벽 쪽으로 돌아눕는다.《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80) 애꾸눈(41)
     예)《표준》천 서방은 웅보의 소맷자락을 잡아당기며 애꾸눈의 흰자위를 씰룩거

렸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81) 까막눈「2」(44)

  (75)-(81)은 모두 〈영구적-병-눈 전체+시력〉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 중 (75)-(80)은 모두 {시력을 잃음} 혹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
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병-눈 전체-시력+상실〉의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81)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뜻
풀이되며 〈병-눈 전체-시력+약화〉의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82) 사팔눈78)(16)
     예) 大韓眼科學會는 사팔눈을 適期에 치료, 사팔눈으로 해서 弱視나 심지어 光

明을 잃는 위험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6세 이전에 치료를 받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경향신문, 1972.11.01.)

73) 《표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74) 《표준》 눈을 뜨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
75) 《표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
76) 《표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77) 《표준》 시력을 잃어 보이지 않는 눈. 
78) 《표준》 ‘사시(斜視)’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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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흘게눈79)『북한어』
     예) 바른편눈이 똑바로 박이질 못하고 눈동자가 틀녀서 남 보기에 흘게눈이 되

여…(동아일보, 1935.11.15.)
    (84) 흘기눈80)(0)
    (85) 삘눈81)『북한어』
    (86) 고리눈「1」82)(7)

  (82)-(86)까지는 〈비정상-영구적-병+눈 주위〉의 자질을 자지는 단어
들이다. (82)-(84)는 {눈이 비뚤어져 있음}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단어
들이며 〈병-눈 주위-내부+비뚤어짐〉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85)도 (82)-(84)까지와 같이 {눈이 비뚤어져 있음}이라고 뜻풀이
되는데, 이에 〈비하〉의 자질도 동시에 가지므로 〈병-눈 주위-내부-비뚤어
짐+비하〉의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86)은 {눈동자에 흰 테가 둘린 눈}이라고 해석되며 〈병-눈 주위-내
부-눈동자+흰테 둘림〉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3.3.3.2.2. 노화

  이곳의 어휘는 ‘눈’이 늙었다고 뜻풀이되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87) 늙은눈『북한어』
     예)《표준》철이야, 네가 보려마. 이 늙은눈보다야 네 눈이 낫겠지.《선대》

  (87)은 {늙어서 보는 힘이 약해진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비정상-
영구적+노화〉의 자질을 자지게 된다. 〈영구적+노화〉의 자질은 더 이상 하위
분류가 되지 않았다.
79) 《표준》 ‘흑보기’의 북한어.
80) 《표준》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흘겨보는 사람.
81) 《표준》 ‘사팔눈’을 낮잡아 이르는 말.
82) 《표준》 주로 동물에서,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둘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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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상태-비정상〉의 자질은 다음 <도식19>처럼 하위 분절 구조를 
그릴 수 있겠다. 

<도식19>
3.3.4. 행위

  〈행위〉는 〈깜짝거림〉〈놀람〉〈뜨는 정도〉〈보는 방식〉〈보는 방향〉
〈시선〉〈잘 욺〉〈취침 전후〉〈화가 남〉의 아홉 가지로 다음 <도식20>과 
같이 하위분류되며 더 하위 층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도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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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깜짝거림

  여기서는 눈이 깜짝거림에 따라 분절되었다.

    (88) 눈깜짝이83)(1)
     예) 장인이 눈깜짝이를 해 보이는 바람에 왕건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경향신문, 1982.05.15.)
    (89) 눈가물84)『북한어』
     예)《표준》철이는 졸음이 와서 깝작깝작 눈가물을 하면서도 용케 밤을 지새워 

가며 학습하였다.《선대》
    (90) 눈깜작이85)(1)
     예) “아니, 이자식이 길 걷다가 와 이라노? 니 눈깜작이가 됐나?” (경향신문, 

1966.08.10.)
    (91) 눈껌적이86)『북한어』
     예)《표준》여름에는 참외 장사, 겨울에는 나무장사로 이름난 중년에 들어 보이

는 눈껌적이의 말이다.《현대 조선 문학 선집, 선대》
    (92) 눈끔적이87)(0)
    (93) 눈끔쩍이88)(0)
  (88)-(93)은 모두 {눈을 깜짝거림}이라고 뜻풀이 되며 〈행위+깜짝거림〉의 
특성을 가진다.

3.3.4.2. 놀람

  이곳에서는 눈이 놀람의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83) 《표준》 ‘눈깜작이’의 센말.
84) 《표준》 졸리거나 몹시 지쳐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 덮여 눈을 깜작거리는 일.
85) 《표준》 눈을 자주 깜작거리는 사람.
86) 《표준》 (91)은 (92)의 북한어이며, 뜻풀이는 (92)와 동일하다.
87) 《표준》 눈을 자주 끔적거리는 사람.
88) 《표준》 ‘눈끔적이’의 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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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고리눈「3」(7)
     예)《표준》영감의 고리눈에는 노기가 잔뜩 서려 있었다.《송기숙, 자랏골의 비
가》

  (94)는 {놀라거나 화가 나서 휘둥그레진 눈}이라고 해석되며 〈놀람+휘둥그
레짐〉이라는 자질과 동시에 {행위-화가남-휘둥그레짐}이라는 자질도 동시에 
가진다.
  〈놀람〉의 자질을 가지는 단어는 (94)밖에 없으며 〈놀람+휘둥그레짐〉은 
더 이상은 하위분류를 할 수 없다.

3.3.4.3. 뜨는 정도

  여기서는 눈을 얼마나 뜨는지의 정도에 따라 분절을 밝히었다.
  〈뜨는 정도〉는 〈큼〉〈작음〉〈중간〉〈가늚〉 네 가지로 하위분류되며 
<도식21>처럼 그릴 수 있다.

<도식21>

3.3.4.3.1. 큼

  이곳에서는 눈의 뜨는 정도가 크다는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95) 화경눈(火鏡-)「1」89)『북한어』

89) 《표준》 절망이나 공포 따위로 크게 뜨고 번들거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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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는 {절망이나 공포 따위로 크게 뜬 눈}이라는 해석이 되며 〈뜨는 정도+
큼〉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3.3.4.3.2. 작음

  이곳에서는 눈의 뜨는 정도가 작다는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96) 샛눈(0)
     예)《표준》강태가 핀잔처럼 강모를 샛눈으로 본다.《최명희, 혼불》
    (97) 속눈0290)(0)
     예)《표준》속눈을 흘기다.
    (98) 겉눈02「1」91)(2)
     예)《표준》겉눈을 감다.

  (96)-(98)까지는 모두 {살짝 뜬 눈}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뜨는 정도+작
음-살짝 뜸〉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3.3.4.3.3. 중간

  이곳에서는 눈의 뜨는 정도가 중간 정도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99) 반눈(半-)(2)
     예)《표준》서라벌 여자를 보시던 안목으로 이 꼴을 보면 반눈에나 차시랴. 더

90) 《표준》 눈을 감은 체하면서 조금 뜨는 눈. 
91) 《표준》 조금 떴으나 겉으로 보기에 감은 것처럼 보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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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벌레로밖에 보이지 않으리라….《현진건, 무영탑》

  (99)는 {절반쯤 뜬 눈}이라고 해석이 되며 〈뜨는정도+중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뜨는 정도+중간〉 자질을 가지는 단어는 (99)밖에 없었으며 더 이상 
하위 층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다.

3.3.4.3.4. 가늚

  이곳에서는 눈의 뜨는 정도가 가늘다는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00) 가는눈(0)
     예)《표준》잘 안 보이는지 가는눈을 하고 칠판을 본다.
    (101) 실눈01「1」(62)
     예)《표준》아옥은 그 가느다란 실눈을 거의 감은 듯하며 연방 웃음을 흘린다.

《현진건, 무영탑》

  (100)-(101)까지는 {가늘게 뜬 눈}이라고 공통적으로 해석되며 〈뜨는 정도
+가늚〉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3.3.4.4. 보는 방식

  〈보는 방식〉은 〈감정적〉과〈눈길〉 두 가지로 하위분류되며 <도식22>처
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도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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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1. 감정적

    (102) 딴눈「3」92)『북한어』
    (103) 눈살02「2」93)(4)
    (104) 살모사눈94)(殺母蛇-)『북한어』
    (105) 눈심지95)(-心-) (2)
     예)《표준》만석은 웅보를 후려칠 기세로 핏발 선 눈심지를 빳빳하게 세워 쏘아

보며 물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102)는 {의혹을 품고 색다르게 보는 눈}이라고 해석되며 〈보는 방식-감정
적+색다르게〉이라는 자질을 지닌다. (103)은 {애정 있게 쳐다보는 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보는 방식-감정적-쳐다봄+애정 있음〉의 자질을 가지게 된
다. (104)는 {독살스럽게 노려보는 눈}이라고 해석되며 〈보는 방식-감정적-
노려봄+독살스러움〉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105)는 {무엇을 찾아낼 듯이 
힘을 주며 밝게 뜨는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보는 방식-감정적+밝게 뜸〉이
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3.3.4.4.2. 눈길

  여기서는 눈길이 어떻다는 뜻으로 분절되었다.

    (106) 나비눈 (2)
     예) … 나비눈으로 훔쳐보며 씩둑깍둑 웃어싸면서 영바람내고 있는 신작로가로

는 갖은 명색 장돌뱅이며 ….《박이문 외, 녹색평론 36호》
    (107) 세모눈「2」 (0)

92) 《표준》 의혹을 품고 색다르게 보는 눈.
93) 《표준》 애정 있게 쳐다보는 눈.
94) 《표준》 독살스럽게 노려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5) 《표준》 무엇을 찾아낼 듯이 힘을 주며 밝게 뜨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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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겉눈02「2」 (2)
     예)《표준》온갖 물정의 속속을 겉눈으로 알아보아 마감록 선생으로 호가 난 지 

오래라는 거였다.《이문구, 장한몽》

  (106)은 {못마땅해서 눈알을 굴려, 보고도 못 본 체하는 눈짓}이라는 뜻풀이
가 가능하며 〈보는 방식-눈길+못 본 체함〉이라는 자질을 가진다. (107)은 
{꼿꼿하게 치뜬 눈}이라고 해석되며 〈보는 방식-눈길+치뜸〉의 자질을 가지
게 된다. (108)은 {대충 봄}이라고 해석되며 〈보는 방식-눈길+대충 봄〉이라
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3.3.4.5. 보는 방향

  이곳에서는 보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분절되었다.

    (109) 먼눈02(10)
     예)《표준》그는 안경을 벗은 얼굴을 몹시 찡그리며 먼눈으로 문집이 있는 곳쯤

을 건성으로 바라보았다.《신상웅, 히포크라테스의 흉상》
    (110) 곁눈01「1」(44)
     예)《표준》윗목에 웅크리고 앉아서 맞은쪽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곁눈으로 살

짝 할겨 본다.《김유정, 금 따는 콩밭》
    (111) 옆눈「2」(22)
     예) 옆눈으로 토마스를 관찰하다 들켜 돌아서시는 어머니를 토마스는 꽉 안아서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인사를 했다 한다.《김영희,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112) 군눈96) (1)
     예)《표준》혹시 그럼직한 사단이 있더라도 남의 논에는 처음부터 군눈 뜨지 말

아야 할 겁니다.《한무숙, 돌》
    (113) 딴눈「1」97) (0)
     예)《표준》안골댁이 새침한 표정으로 길 건너편 사진관 간판에다 딴눈을 주었
96) 《표준》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거나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을 보는 눈.
97) 《표준》 다른 곳을 보는 눈.



- 44 -

다.《김원일, 불의 제전》
    (114) 한눈0398)(10)
     예) 寸時도 한눈을 팔 순 없다. (동아일보, 1965.03.01.)
    (115) 헛눈 (3)
     예) 아마도 이 할 일 많은 가문에 들어온 내가 헛눈 팔까보아 이렇게 흘로 버티

게 한 것 같구나.(동아일보, 1982.01.12.)
    (116) 눈그루99)『북한어』

  (109)는 {먼 곳을 바라다보는 눈}이라고 해석되며 〈보는 방향+먼 곳 바라
봄〉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110)-(111)까지는 {옆을 보는 눈}이라고 해
석되며 〈보는 방향+옆〉이라는 자질을 가진다. (112)-(114)까지는 모두 {딴 
데를 본다}라고 뜻풀이되는 단어들이며 〈보는 방향+딴 데〉라는 자질을 갖는
다. (115)-(116)까지는 {한 군데만 본다}라는 뜻풀이가 되며 〈보는 방향+한
군데만〉이라는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3.3.4.6. 시선

  〈시선〉은 크게 남의 시선과 자기의 시선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시선〉
은 〈남의 시선〉과 〈자기 시선〉 두 자질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3.3.4.6.1. 남의 시선

  여기서는 남의 시선이라는 뜻풀이가 포함되는 단어들이 분절되었다.

    (117) 남의눈(1)
     예)《표준》남의눈을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자기 줏대는 있어야지.
98) 《표준》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는 눈.
99) 《표준》 움직이지 않고 한군데만 보고 다른 곳은 전혀 보지 않을 때의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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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뭇눈100)『북한어』
    (119) 세상눈(世上-)「1」101)(0)
     예)《표준》세상눈을 피하여 숨어 살다.
    (120) 등넘이눈(0)
    (121) 눈살02「1」(98)
     예)《표준》시어미는 뛰어나오는 며느리에게 날카로운 눈살을 던지었다. 국과 

밥을 모두 못 먹게 만든 것은 그만두더라도 몇 개 아니 남은 그릇을 깨뜨
린 것이….《현진건, 불》

    (122) 눈총(202)
     예)《표준》영실은 남희의 눈인사를 싸늘한 눈총으로 툭 튀겼다.《유주현, 하오

의 연가》

  (117-118)까지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라고 뜻풀이되며 (119)는 {모든 사
람이 보는 눈}이라고 뜻풀이된다. 따라서 (117-119)까지의 세 단어는 모두 
〈시선+남의시선〉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되겠다.
  (120)은 {등 너머로 바라보는 눈길}이라고 해석되며 〈시선-남의 시선+등 
너머로〉라는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121)-(122)까지는 공통적으로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이라고 뜻풀이되며 〈시선-남의 시선+쏘아봄〉이
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3.3.4.6.2. 자기 시선

  여기서는 자기의 시선이라는 뜻풀이가 포함되는 단어들이 분절되었다.

    (123) 세상눈(世上-)「2」102)(0)

100) 《표준》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이나 눈초리.
101) 《표준》 모든 사람이 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2) 《표준》 세상을 보는 눈. 



- 46 -

  (123)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시선+자기 시선〉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시선+자기 시선〉의 자질은 더 이상 하위 분석 되지 않으며 이 
자질을 가지는 단어도 (123)밖에 없다.

3.3.4.7. 잘 욺

  잘 우는 사람이라는 뜻풀이가 되는 단어의 분절이다.103)

    (124) 눈물단지(0)
    (125) 눈물받이(0)
     예)《표준》딸을 귀애하였다. 그것은 남매들 중에 숙근이가 제일 총명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필 그 자식이 눈물받이의 신세가 되었으니….《이기영, 
신개지》

  (124)는 {툭하면 잘 우는 사람}이라는 뜻풀이를, (125)는 {눈물을 많이 흘리
는 신세의 사람}이라는 뜻풀이를 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 두 단어는 〈행위
+잘욺〉이라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
  〈행위+잘 욺〉의 자질을 가지는 단어는 (124)-(125)밖에 없으며 더 이상 
하위분류가 되지 않는다.

3.3.4.8. 취침 전후

  취침 전후의 자질을 지니는 경우의 분절이다.104)

103) 유개념이 ‘사람’인 단어라도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어는 모두 그 사람을 특징 짓는 
눈에 대한 뜻풀이이기 때문에, 유개념이 ‘눈’인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
다.

104) (126)은 자꾸 꺼벅거리는 행위가 바로 취침 전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하위분류를 설치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정리된 분절 구조로 하기 위하여 가
장 가까운 <취침 전후>의 자질로 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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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꺼벅눈『북한어』
    (127) 잔눈(0)
     예)《표준》동리 사람들은 잔눈을 비비며 하나둘 구경을 나온다.《김유정, 솥》

  (126)은 {자꾸 꺼벅거리는 눈}이라고 뜻풀이되며, (127)은 {막 잠을 깬 눈}
이라고 뜻풀이된다. 따라서 (126)-(127)까지는 공통적으로 〈행위+취침 전
후〉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126)은 〈행위-취침전후+꺼벅거림〉의 
자질로 하위분류되며 (127)은 〈행위-취침전후+잠깸〉의 자질로 하위분류가 
된다.

3.3.4.9. 화가 남

  이곳에서는 화가 나 어떻다는 뜻으로 분절되었다.

   (128) 도끼눈(32)
     예)《표준》달균이 쌍균을 아니꼽다는 듯 도끼눈으로 내려다보았다.《한승원, 겨

울 폐사》
   (129) 눈딱총105)(--銃)(0)
     예)《표준》“남의 재미있게 노는 걸 훼방 치면 좋으냐? 무얼! 그때 갔어 봐. 속

으로 눈딱총을 놓았을 것이…….”《이기영, 민촌》
   (130) 가시눈「1」106)(0)
     예)《표준》내 말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그는 가시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131) 송곳눈107)(1)
     예)《표준》뒷사람들은 아무리 송곳눈을 가졌어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뚫

어 볼 수 없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132) 눈총질108)『북한어』

105) 《표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미워서 쏘아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6) 《표준》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7) 《표준》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초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8) 《표준》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거나 노려보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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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표준》시아버지가 동네의 압력에 눌리여 어쩌지 못하니 겨우 목숨을 부지
하고는 있지만 실상 시집 식구들의 눈총질이 그치지 않는 데다….《415 문
학창작단, 대지는 푸르다》

   (133) 고리눈「3」(7)
     예)《표준》영감의 고리눈에는 노기가 잔뜩 서려 있었다.《송기숙, 자랏골의 비
가》
　　　(134) 가자미눈109)(0)
     예)《표준》대답이 없는 문순이의 뒤통수를 향해 양 씨가 목침을 치켜들었다. 

가자미눈을 해 가지고 양 씨를 지켜보던 문순이의 어깨가 움찔했다.《한수
산, 유민》

   (135) 가재미눈01「1」110)『북한어』

  (128)-(132)까지의 단어들은 모두 〈행위-화가 남+쏘아봄〉의 공통적 자질
을 지니는 단어들이다. 이 중 (128)-(129)까지는 〈행위-화가 남+쏘아봄〉의 
자질 이하로 분절이 되지 않는다. 
  (130)-(132)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화가 남+쏘아봄〉의　자질에　{날
카롭게 보는 눈}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행위+화가 남-쏘아봄+날카로움〉의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133)은 {화가 나서 휘둥그레진 눈}이라고 해석되며 
〈행위-화가 남+휘둥그레짐〉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134)-(135)는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이라고 해석되며 〈행위-화가 남+흘겨봄〉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행위〉에 따라 하위분류하면 다음 <도식23>과 같이 정리된다.

109) 《표준》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을 가자미의 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110) 《표준》 ‘가자미눈’의 북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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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23>

3.4.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

  3.4에서는 ‘눈’ 명칭의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능
력〉은 크게 있느냐 없느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능
력〉의 자질은 크게 〈있음〉과 〈없음〉 두 자질로 나눠서 하위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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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능력 있음

  〈능력+있음〉의 자질은 〈기억력〉〈분별력〉〈시력〉〈이해력〉
〈잘봄〉〈장사〉의 여섯 가지로 다음 <도식24>처럼 하위분류된다.

<도식24>

3.4.1.1. 기억력

  여기서는 기억력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36) 길눈01(23)
     예)《표준》이미 익혀 두었던 길눈이어서 막대는 발목 한 번 겹질리지 않고 수

월히 걸을 수 있었다.《이문구, 오자룡》

  (136)은 {한 번 가 본 길을 잘 익혀 두어 기억하는 눈썰미}라는 해석이 가능
하며 〈기억력+길〉이라는 자질을 지닌다.

3.4.1.2. 분별력

  여기서는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37) 마음눈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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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태만상의 이 풍진 세상을 보고 십흔대로 뎐망(展望)하는 나의 마음눈은 
먼저

        남북의 대조가 가로노한다. (동아일보, 1927.12.20.)
    (138) 맘눈112)(0)
     예) 그리면서도 그는 또 머릿속에서 갸웃이 고개를 처들 듯한 옛기억을 붓잡으

랴고 자기의 맘눈이 명경(明鏡)과 같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동아
일보, 1937.07.22.)

  (137)-(138)는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해석되며, 둘 다 〈능력
-있음+분별력〉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3.4.1.3. 시력

  여기서는 시력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39) 밤눈01(22)
     예)《표준》동네는 밤눈에도 전후좌우가 산에 가려진 산골이 분명했다.《최일남, 

서울 사람들》
    (140) 새눈(0)

  (139)는 {어두운 밤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시력}, (140)은 {낮에만 잘 보
이는 눈}이라고 해석되며 둘 다 특정한 상황에 시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다. 따라서 이 둘은 〈능력-있음+시력〉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111) 《표준》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112) 《표준》 ‘마음눈’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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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이해력

  여기서는 이해력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41) 글눈(3)
     예)《표준》영신의 덕택으로, 호미와 절구공이와 오줌동이밖에 모르고 지내던 

자기네부터 글눈이 떴거니와….《심훈, 상록수》

  (141)은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뜻풀이되며, 〈능력-있음-이해
력+글〉이라는 자질을 가진다.

3.4.1.5. 잘 봄

  여기서는 잘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42) 보배눈(0)
    (143) 참눈『북한어』

  (142)는 {남달리 잘 보는 눈이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해석이, (143)
은 {사물을 올바로 볼 줄 아는 눈}이라는 해석이 되므로 (142)-(143)은 공통
적으로 〈능력-있음+잘 봄〉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4.1.6. 장사

  여기서는 장사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
다.113)

113) 유개념이 ‘안목’인 경우라도 그 사람을 특징 짓는 눈의 능력에 대한 뜻풀이이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능력>의 자질에 하위분류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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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장사눈(1)
     예)《표준》철철이 값이 오를 만한 물건을 물색해서 사 재 놓았다가 값이 오르

면 장사꾼들을 불러다가 물건을 내는 거지요. 장사눈이 여간 밝은 게 아닙니
다.《박경리, 토지》

  (144)는 {장사의 잇속에 대한 안목}이라고 뜻풀이가 되며 〈능력-있음-잘
봄〉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있음〉의 
자질을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25>와 같다.

  <도식25>

3.4.2. 능력 없음

  〈능력+없음〉의 자질은 〈무식함〉과 〈이해력〉 두 가지로 <도식
26>처럼 하위분류된다.

<도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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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무식함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뜻풀이 되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45) 까막눈「3」(44)
     예)《표준》형은 기계에 대해서 까막눈이다.

  (145)는 {어떤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 또는 그런 사람}이라
고 뜻풀이가 되며 〈없음+무식함〉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3.4.2.2. 이해력

  여기서는 이해력이 없다고 뜻풀이되는 단어가 분절되었으며 하위 층으로 더 
내려가 분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46) 눈뜬장님「2」(3)
     예)《표준》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르는 눈뜬장님이다.

  (146)은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뜻풀이가 되며 
〈없음+이해력〉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147) 까막눈「1」(44)
     예)《표준》로마자가 섞인 전문적인 외래어는 그 역시 까막눈이었다.《김춘복, 

쌈짓골》
    (148) 눈뜬장님「3」(3)
     예)《표준》그는 눈뜬장님이어서 아들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147)-(148)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석되며 〈없음-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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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글〉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능력+없음〉의 자질을 그림으
로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27>과 같이 되겠다.

<도식27>

  여기까지 3.4에서는 ‘눈’ 명칭의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
다. 이를 도식으로 분절 구조를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

<도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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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

  3.5에서는 ‘눈’ 명칭이 사람의 눈 부위를 가리킬 때의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
다. 3.5에서는 ‘눈’ 명칭이 사람의 눈 부위 외를 가리킬 때, 즉 〈비유〉에 따
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유〉　 자질은　 〈발가락〉〈손가락〉〈엉덩이〉의　 세　 가지에　 하위　
분류가　되며　다음　<도식29>와　같이　분절된다.

<도식29>

    (149) 까치눈(0)
    (150) 손톱눈(2)
     예)《표준》정성을 모아 축원을 드리오니, 그동안 누구 하나 눈도 티도 보지 마
시고 손톱눈 하나 틘 사람이 없이 무사하도록 보살피어 주옵소서.《송기숙, 암태도》
    (151) 자라눈(1)
     예)《표준》삼빛으로 발그무레하던 자라눈 같은 두 조개볼이었다.

  (149)는 {발가락 밑의 접힌 금에 살이 터지고 갈라진 자리}라고 뜻풀이되며 
〈비유+발가락〉의 자질을 지닌다. 이 자질을 지닌 단어는 연구 대상 
중 이 단어밖에 없으며 하위 분절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150)은 {손톱의 좌우 양쪽 가장자리와 살의 사이}라고 뜻풀이되며 〈비유+
손가락〉의 자질을 지닌다. 이 자질을 지닌 단어는 연구 대상 중 이 단
어밖에 없으며 더 이상 하위분류되지 않는다. 
   (151)은 {젖먹이의 엉덩이 양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라는 뜻풀이가 
되며 〈비유+엉덩이〉의 자질을 지닌다. 이 자질을 지닌 단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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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 이 단어밖에 없으며 하위 분절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3.5에서는 ‘눈’ 명칭의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지
만 그림으로 분절 구조를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30>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도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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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의 부분 명칭의 분절

  제4장에서는 ‘눈’ 명칭의 〈눈 부위〉에 따른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눈 부위는 크게 안구와 그 주변 부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
서 〈눈 부위〉의 자질은 다음 <도식31>처럼 크게 〈눈 주위〉와 〈안
구〉 두 자질로 나눠서 하위분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도식31>

4.1. 눈 주위

  눈 주위에 있는 부분의 명칭이 분절되었다.

    (152) 눈지방(0)
     예)《표준》우길이가 찬찬히 그의 부은 뺨과 귀와 눈지방을 바라보는 때 그 부

은 살 속에 묻혔던 계섬의 가는 눈이….《한설야, 탑》
    (153) 눈창(1)
     예)《표준》뱃머리께로 다 걸어온 팥례가 하얀 눈창을 뒤집어 까며 오뚝 섰다.

《천승세, 낙월도》

  (152)는 {눈의 위아래 언저리}라는 뜻풀이가, (153)은 {눈알을 둘러싼 언저
리}라는 뜻풀이가 되며, 이 두 단어는 〈눈 부위+눈 주위〉의 자질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152)는 눈 위아래 언저리만을 가리키는데, 
(153)은 눈알을 둘러싼 언저리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가리키는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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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눈 주위를 자세히 나눈다면 눈가나 눈시울과 같은 가장자리, 눈꺼풀 
같은 덮개 부위, 안와(眼窩) 부위, 그리고 눈썹 같은 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눈 부위+눈 주위〉의 자질은 〈가장자리〉〈덮개〉114)〈안
와〉〈털〉 네 가지로 다음 <도식32>처럼 하위분류된다.

<도식32>

4.1.1. 가장자리

  〈눈 주위+가장자리〉의 자질은 〈밖〉과 〈안〉두 가지로 하위분류
된다.

4.1.1.1. 밖

  눈 가장자리에 있는 부위 중 밖에 있는 단어가 분절되었다.

    (154) 눈가(318)
     예)《표준》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155) 눈가녁(0)
     예)《표준》주름살 덮인 눈가녁으로 진물인지 눈물인지 부연 물이 질적이 배여 

나온다.《415 문학창작단, 준엄한 전구》
    (156) 눈가위(0)
     예)《표준》불그레해진 눈가위.

114) 보통 신체 부위에 덮개라는 말은 안 쓰지만 장은하(1997:614-618)에서 사람의 눈에 
대한 하위분류에 〈덮개〉가 사용되는 바가 있어, 본고에서도 〈덮개〉를 자질로 사
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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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눈가자리(0)
     예)《표준》술을 먹었는지 눈가자리가 붉다.《선대》
    (158) 눈가장(1)
     예)《표준》누가 보기에도 창피하리만큼 윤 초시의 입과 눈가장엔 비굴한 표정

이 떠돌고, 그의 반백이 된 머리는 저절로 굽신굽신하였다.《김남천, 대
하》

    (159) 눈언저리(27)
     예)《표준》구멍가게의 여자는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를 닦았다.《이병

주, 행복어 사전》
    (160) 눈초리「2」(501)
     예)《표준》둘째 아들이 눈초리 밑을 짼 일이 있었다.《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161) 눈귀02「1」(8)
     예)《표준》눈귀가 치째지다.
    (162) 눈꼬리(161)
     예)《표준》눈꼬리 부분에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
다.
    (163) 눈모서리(1)
     예)《표준》윤석민은 눈모서리에 잔주름을 모으며 대견한 표정을 지였다.《향도

의 태양, 선대》
    (164) 눈부리(1)
     예) 술이 약한 길동은 눈부리가 붉어지고 거나하여 곁에 앉아있는 은심에게 연

방 잔을 내밀었다. (동아일보, 1973.09.22.)

  (154-164)까지는 모두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라고 뜻풀
이될 수 있는 단어들이며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 단어들
은 〈눈 주위-가장자리+밖〉이라는 자질을 가진다.
  한편 이중 (155)-(157)까지는 (154)의 북한어이며, (158)-(160)까지는 
(154)의 동의어이다. 또한 (161)-(162)까지는 (160)의 동의어이며, 
(163)-(164)까지는 (160)의 북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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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안

  눈 가장자리에 있는 부위 중 안쪽에 있는 부위가 분절되었다.

    (165) 눈구석(0)
     예)《표준》두 눈구석에는 물기가 어리고 있었다.《하근찬, 야호》
    (166) 눈시울(399)
     예)《표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눈시울이 화끈하여 눈물이 펑펑 쏟아졌
다.
    (167) 눈굽『북한어』
     예)《표준》박수호는 웬일인지 눈굽이 저려나서 머리를 수굿하고 무심결에 바지

가랭이의 실밥만 쥐여뜯었다.《415 문학창작단, 근거지의 봄》
    (168) 눈굿『북한어』
    (169) 눈머리(2)
     예)《표준》눈머리가 콧날 쪽으로 오목하게 파였으나 그 꼬리는 길게 찢겨 위로 

치켜진 김 씨의 두 눈이 광채를 머금는다.《최명희, 혼불》
    (170) 눈시위115)(0)

  (165)-(170)까지는 모두 {눈의 안쪽 끝부분}이라고 해석이 되며 
〈눈 주위-가장자리+안〉이라는 자질을 모두 가진다. 여기서 (167)은 
(166)의 북한어이다.

4.1.2. 덮개

  눈 부위 중 덮개의 역할을 하는 부위가 분절되었다.

    (171) 눈까풀(29)
     예)《표준》졸려서 눈까풀이 내려온다.
115) 《표준》 → 눈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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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눈꺼풀(279)
     예)《표준》눈꺼풀이 두껍다.

  (171)-(172)는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이라고 뜻풀
이가 되며, 둘 다 〈눈 주위+덮개〉의 자질을 가진다. 

    (173) 눈두덩(133)
     예)《표준》눈두덩이 푹 꺼지고 보기 흉하게 부르튼 입술에는 허옇게 더뎅이까

지 끼어 있었다.《신상웅, 심야의 정담》
    (174) 눈두덩이(29)
     예)《표준》나는 어머니를 부른다. 꾀죄죄한 광목 치맛자락으로 눈두덩이를 훔

치던 어머니가 나를 본다. 울상이던 어머니의 얼굴에 노기가 서린다.《김원
일, 어둠의 혼》

    (175) 눈가죽(2)
     예)《표준》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가죽을 뒤집어 보았다.
    (176) 눈퉁이(1)
     예)《표준》그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두 눈퉁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과 머리통에서는 피가 흘렀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173)-(174)는 위쪽의 눈꺼풀을 가리키는 단어이며,〈눈 주위-덮개
+윗쪽〉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175)는 {눈두덩의 가죽}이라고 뜻풀
이 되며 〈눈 주위-덮개-윗쪽+가죽〉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176)은 {눈두덩의 불룩한 곳}이라고 해석이 되며 〈눈 주위-덮개-윗
쪽+불룩한 곳〉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

4.1.3. 안와

  여기서는 눈 부위 중 안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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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눈구멍01(14)
     예)《표준》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서 빠진 눈구멍에 의안도 끼워 주었으며….《홍

성원, 육이오》
    (178) 눈확116)(4)
     예)《표준》쑥 우무러든 눈확

  (177)-(178)까지는 둘 다 {눈알이 박혀 있는 구멍}이라고 뜻풀이 
되며 안와(眼窩)를 가리키므로 〈눈 주위+안와〉의 자질을 가지게 된
다. 이 자질을 가지는 단어는 연구 대상 중에는 더 이상 없으며 하위 
분절 또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4.1.4. 털

  눈 주위 중 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분절되었다.

    (179) 눈섭(5)
     예)《표준》눈섭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 눈알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있읍니다. (경향신문, 1952.04.01.) 
    (180) 눈썹(830)
     예)《표준》높은 콧마루에 숱이 많은 눈썹, 그린 듯한 입술, 귓밥이 두툼한 보기 

좋은 귀, 빠질 데 없이 잘생긴 얼굴이다.《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181) 눈털117)(0)

  (179)-(181)은 모두 {두 눈두덩 위에 가로로 모여 난 짧은 털}이라
고 뜻풀이되며 “미모(眉毛)”를 가리키므로 〈눈 주위+미모〉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16) 《표준》 → 눈구멍01.
117) 《표준》 →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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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눈섭꼬리『북한어』
    (183) 눈썹꼬리(0)

  (182)-(183)은 {귀 쪽으로 좁아진 눈썹의 끝}이라고 뜻풀이 되며 〈눈 주
위-미모+꼬리〉라는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눈 부위+
눈 주위〉의 자질을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다음 <도식33>과 같다.

<도식33>

4.2. 안구

  눈 부위 중 안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절되었다.

    (184) 눈깔(112)
     예)《표준》이런 꼬락서니로 꼴두기가 생선가게 망신을 시키니까 出版의 自由라

는 이름의 放縱에 대해서 천생 多少間의 制限이 加해지는 수밖에 없는 듯하
다. 이를 테면 제 눈깔 제가 찔러 놓은 셈이다. (경향신문, 1961.09.29.)

    (185) 눈망울(192)
     예)《표준》맑은 눈망울
    (186) 눈방울01(9)
     예)《표준》눈방울이 초롱초롱하다.
    (187) 눈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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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표준》활처럼 잔뜩 뒤로 휘어져 종종걸음 치며 끌려가던 그녀의 벌거벗은 
몸뚱아리가 다시 악몽처럼 눈뿌리에 채였다.《조해일, 아메리카》

    (188) 눈알(358)
     예)《표준》아이는 호기심으로 눈알이 반짝였다.
    (189) 눈알맹이(3)
     예)《표준》형식은 별안간 정신을 번쩍 차리며 광채 나는 눈알맹이를 똑바로 떴

다.《현진건, 연애의 청산》

  (184)-(189)까지는 모두 {눈구멍 안에 박혀 있는 공 모양의 기관}이라고 뜻
풀이되며 안구(眼球)를 가리키므로 〈눈 부위+안구〉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0) 눈동자(-瞳子)118)(965)

  (190)은 {눈알의 한가운데에 있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뜻풀이되며 
동공(瞳孔)을 가리킨다. 따라서 (190)은 〈눈 부위-안구+동공〉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눈 부위+안구〉의 자질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도식
34>와 같다.
118) 여기까지 연구 대상인 190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L자형의 그림

이 그려진다. 이러한 L자형의 분포에 대하여 심재기 외(2011:137)에서는 순위가 낮아질
수록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출현 빈도가 낮은 단어가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런 분포가 나오게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빈도가 0인 단어가 190개 단
어 중 95개(50.0%)가 되며 심재기 외(2011:137)에서 언급되어 있는 “소수의 고빈도 단
어와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사용되는 결과”를 위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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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34>

  지금까지 제4장에서는 ‘눈’ 명칭의 〈눈 부위〉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
보았다. 이 분절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도식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도식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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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신체어인 ‘눈’의 의미 확장 양상과 ‘눈’ 이 포함된 
단어의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눈’의 원형의미가 [형태면의 ‘눈’]임을 밝혔으며 그것이 [기능면
의 ‘눈’]으로 의미가 확장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형태면의 ‘눈’]은 {자·저울·
온도계 따위에 표시하여 길이·양(量)·도수(度數) 따위를 나타내는 금}이라고 뜻
풀이가 되는 ‘눈02’(値), {그물 따위에서 코와 코를 이어 이룬 구멍}이라고 뜻풀
이가 되는 ‘눈03「1」’(罟), {새로 막 터져 돋아나려는 초목의 싹}이라고 뜻풀
이가 되는 ‘눈05’(芽),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6’(蛆),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7’(水眼鏡)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기능면의 ‘눈’]에서는 먼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고 뜻풀이되는 ‘눈
01’「3」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거기서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라고 뜻풀
이되는 ‘눈01’「4」,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는 ‘눈01「8」’로 
의미가 확장된다. 또한 ‘눈01「4」’에서는 {사람들의 눈길}이라고 뜻풀이가 되
는 ‘눈01「5」’로 의미가 확장된다. ‘눈03「1」’은 {당혜(唐鞋), 운혜(雲鞋) 따
위에서 코와 뒤울의 꾸밈새}라고 뜻풀이되는 ‘눈03「2」’, {바둑판에서 가로줄
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이라고 뜻풀이가 되는 ‘눈03「3」’, {나무를 가로 베었
을 때 나뭇결들의 사이}라고 뜻풀이되는 ‘눈03「4」’로 의미가 확장된다.
  제3장 중 3.2에서 3.5까지는 ‘눈’ 명칭의 분절을 3.1에서 제시한 〈외형〉
〈상태〉〈능력〉〈눈 부위〉〈비유〉의 다섯 가지 자질로 하위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각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3.2에서는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외형〉 자질은 
〈색〉〈개수〉〈크기〉〈생김새〉의 네 가지 자질로 하위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복잡하게 분절이 되는 자질이 〈생김새〉이다. 이는 눈이 사람
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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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상태〉 자질은 
〈총기〉〈정상〉〈비정상〉〈행위〉의 네 가지 자질로 하위분류된다. 
이 중 〈비정상〉과 〈행위〉의 자질이 복잡한 분절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정상〉이 복잡한 분절 구조를 형성하는 이유는 보통이 아닌 상태
가 보통 상태보다 우리의 관심 사항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정상〉의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
다. 
  또한 〈행위〉의 자질이 복잡하게 하위분류되는 이유는 눈이 감정을 
나타내기가 가장 쉬운 신체 부위 중 하나이며, 미세한 눈의 위치나 움
직임의 차이만으로도 다양한 뜻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의 자질을 지니는 단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3.4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능력〉자질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음〉과 〈없음〉 두 가지 자질로 나
눠서 살펴보았다. 이 중 〈있음〉의 자질은 〈기억력〉〈분별력〉〈시
력〉〈이해력〉〈잘 봄〉〈장사〉의 여섯 개 자질로 분절이 되는 데 반
해, 〈없음〉의 자질은 〈무식함〉과 〈이해력〉의 두 자질로밖에 분절
이 되지 않았다.
  3.5에서는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비유〉의 자질
은 〈발가락〉〈손가락〉〈엉덩이〉의 세 가지 자질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자질마다 그 자질을 지니는 단어는 하나씩밖에 없었다.
  제4장에서는 ‘눈’의 부분 명칭의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눈 부위〉 
자질은 〈눈 주위〉와 〈안구〉의 두 자질로 분절이 된다. 〈눈 주위〉 
자질은 〈가장자리〉〈덮개〉〈안와〉〈털〉의 네 가지로 분절이 되며, 
〈안구〉의 자질은 하위분류로서 〈동공〉밖에 없다.
  본 연구는 신체어의 각 명칭에 관한 방대한 의미론적 연구를 전제로 하고 논
의를 진행해 왔다. 본고의 논의만으로는 체계성이 부족할지라도 전체　연구의　일
부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통일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X]+‘눈’] 구조 및 [‘눈’+[X]] 구조인 단어를 《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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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기 때문에 체계성이 부족한 면도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X]+‘눈’+[Y]] 구조의 단어도 연구 대상에 삼거나 ‘안’
(眼)이나 ‘목’(目)이 들어 있는 단어도 체계성 있게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다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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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身体語‘nun(目)’の意味拡大と語彙論的分節
山野井徹明(YAMANOI, Tetsuaki)

　本稿の目的は現代韓国語の身体語である‘nun(目)’という単語の意味拡大様相
及びその解釈を考察し、‘nun(目)’名称の分節構造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目’は我々人間と非常に近い関係にあるため、‘目’という言葉は具体的な意
味からより抽象的な意味を持つようになる意味の拡大も頻繁に起こるといえるだろう。本稿ではそのような‘nun(目)’の意味拡大様相を意味拡大図を利用して考察した。また《標準国語大辞典(표준국어대사전)》に収録されている[[X]+‘nun’] 及び[‘nun’+[X]]構造である単語のうち〈人〉の資質を持ったすべての単語を研究対象として、その語彙論的分節(Artikulation, Gliederung)構造について考察した。
　序論では本稿の研究目的を明らかにし、先行研究の考察を通して既存の研究の流れや要点を整理した。その結果、先行研究では研究対象になっている単語の選定に統一性がなく、対象となっている語彙の量においても１つの語場(Wortfeld)の全体的構造を明らかにするには追加の議論が必要であるとの結論に
至った。従って、本稿では研究対象を統一性を持って選定し、語彙量も既存の
研究よりもさらに増やすことにより、‘nun(目)’名称の分節構造を明らかにすることとする。　第２章では‘nun(目)’の意味拡大様相を［形態面の‘nun’］（鼻の上にあり目玉のある部分）と［機能面の‘nun’］（事物をみる能力）にわけ、［形態面の‘nun’］を‘nun’の基本意味として意味拡大図を使いながらその意味の拡大様相について考察した。
　第３章では‘nun(目)’名称の分節構造について考察した。３.１では基本構造をまず明らかにし、３.２以降で３.１で明らかにした基本構造に従い分節構造を
考察した。３.２では外形による分節構造について考察した。具体的な下位分
類として色・個数・大きさ・顔つき（３.２.１～３.２.４）による分節構造を詳
細に考察した。　３.３では状態による分節構造について扱った。具体的な下位分類として聡
気・正常・非正常・行為（３.３.１～３.３.４）による分節構造を詳細に考察した。　３.４では能力による分節構造について扱った。３.４では能力をあり・なしの２つの資質に分け、各々を３.４.１及び３.４.２で考察した。　３.５では比喩による分節構造について考察した。
　第４章では目の部位による分節構造について扱った。目の部位を目の周囲及び眼球の２つの資質に分け、目の周囲については４.１で、眼球の資質については４.２で扱った。
　第５章では結論として議論を要約した。

キーワード：意味拡大・語彙論的分節・語場・意味拡大図・下位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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