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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의 의미 연구

赵勤学(조근학)

  본고는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전면적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어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서 그 나라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본고는 인간
의 감정에서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출발해서 관용어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기쁨’ 표현 관용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환유와 은유의 인지적
인 수법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환유와 
은유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유는 인접성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은유는 유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
안의 연구가 감정이나 관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은 많이 이루
어 졌지만, ‘기쁨’ 표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에서 문제
를 제기했다.

  본고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에 대한 내용으
로 논문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2장에서는 감정이론과 더
불어 본고에서 설정하는 ‘기쁨’ 표현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3장
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관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 형태· 통사적 
특성과 의미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기쁨’ 표현에 나타
나는 항목들을 목록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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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신체어와 비신체어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관용
어 목록을 환유와 은유의 해석으로 양상을 살필 것이다. 6장은 결
론이다.

 
주요어: ‘기쁨’ 표현, 감정, 관용어, 환유, 은유, 양
상.

학번:2011-2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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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대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에 나타나는 환유 및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신체어와 비신체어의 특징을 개념적 환유와 
개념적 은유 기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기쁨’이란 감정
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여 관용어 목록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환유 및 은유적인 표현으로 범주화할 것이다. 언어와 인간은 감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감정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관용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
인 화자가 학습과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
다. 관용어는 관습적인 영향을 받아 그 나라와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생
활언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용어를 
습득하기 어렵다.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의 관용어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언어소통에 있어서 풍부한 한국어 어휘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은 관용어 사전(박영준·최경봉1996，최경봉 2014)
에 나오는 ‘기쁨’을 나타나는 관용어들이다. 본고에서 다룰 관용어는 168
개이고, 이를 4장에서 목록으로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한국
어의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어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었지만 본고
에서는 ‘기쁨’의 감정표현에 대한 관용어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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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감정표현’에 관한 연구는 철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
졌지만 언어학에서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언어학에서 ‘감정표
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인지언어학에서 다루어 왔다. 본 절에서는 관용
어와 감정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관용어의 선행연구 및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어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한국어의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관용어나 관용표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형
성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김종택(1971)에서 비롯되었는데, 서
구의 ‘idiom’에 해당하는 것을 관용어라고 정의하고 이디엄의 유형, 의미
구조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80년대에는 관용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많은 학자들이 
관용어를 하위범주로 나누고 형태적, 의미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화용론적
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다. 
  90년대에는 관용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많은 이론들이 종합적으로 정리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문금현(1999)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관용표현들을 세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표현을 
광의의 관용 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는 관용 표현을 본질적인 의미 특성과 부차적인 의미 특성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고찰했다.
  이상으로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봤다. 아래에 감정
표현과 감정표현에 대한 관용어의 대표적인 연구를 다루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타낼 것이다.
 감정표현 관용어는 ‘신체관용어’ 연구에서 일정하게 다루어져 오다가 이 
시기에 와서 감정관용어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관
용어 연구는 장세경·장경희(1994)이다. 이는 감정표현 관용어에 대한 최초
의 논문으로, 주로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관용어의 체계를 살피고 그 표현
법을 분석했다. 한국어 정서 표현의 관용어를 정서의 발생과 소멸 및 정서 
상태의 지속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나타내는 것과, 정서 야기 행위나 정서
의 표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장세경·장경희(1994)는 
정서 관용어를 220여 개 제시하여 정서의 범주1)를 세워 관용어 연구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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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임지룡(1999)에서는 감정의 범주 및 감정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감정표
현을 ‘주어(신체 부위)+서술어(감정 표현 자동사 및 형용사)’로 구성된 제1
형, ‘목적어(신체어 부위)+서술어(감정 표현 타동사)’의 제2형으로 제시하
고 있다. 217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을 ‘화, 두려움, 슬픔, 부끄러움, 긴
장, 미움, 기쁨, 걱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한국어의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특히 신
체어휘는 바로 김향숙(2001)의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감정을 설정
하고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 6개로 나누어 살펴보고 
매개 감정의 표현 양상, 개념 은유, 의미 속성, 신체어적인 특징을 통해 
감정 표현의 관용어를 살펴보았다. 특히 감정표현 관용어의 신체어를 516
개 항목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새로운 면이다.  
  이상으로 한국어의 관용어와 감정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한국어의 관용어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논의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
존논의는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서술했고, 
‘기쁨’ 표현의 관용어 대한 전면적인 해석을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기쁨’의 감정표현을 나
타내는 관용어 어휘목록들을 4장에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새롭게 체계화 
하려고 한다. 또한 새롭게 나타낸 관용어 목록을 환유 및 은유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한국어 ‘기쁨’ 표현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기쁨’에 대
한 표현을 알려면 먼저 ‘기쁨’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쁨’이라는 감정의 개념과 특징을 다룸으로써 본고의 중심내
용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관용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관용어의 정의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한국어 ‘기쁨’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
다. 기존 논의를 참고하면서 필자의 기준대로 신체어와 비신체어로 나누어 

1)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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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5장은 4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쁨’의 관용어 목록들을 환유 및 은유적
으로 해석하여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가 어떤 양상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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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쁨’의 개념과 특징

  본 장에서는 ‘기쁨’의 감정표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개념과 특징을 먼저 알아
야 ‘기쁨’에 대한 감정의 개념(본고에서 설정하는 하위범주)을 기술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1과 2.2에서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감정의 
특징에 대해 다룰 것이다.

2.1 감정의 개념     

   ‘감정 없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다’2)라는 말이 있듯이,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어떤 현상
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으로 정의된다. 감정의 
어원은 라틴어 ‘emovere’인데, 따져보면 감정은 ‘밖으로 움직여 나간다’라
는 뜻을 가진다. 즉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
단히 움직이면서 외부사물과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다. 
  임지룡(2006:1)에서 감정은 인간 특유의 속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인간
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한다. 인간의 몸을 통해 표출하는데 언어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은 체험주의3)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감정구조를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
로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기쁨’, ‘사랑’이 있고, 부정
적인 감정에는 ‘슬픔’, ‘두려움’, ‘화남’이 있다. 이와 같은 감정 구조를 다
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 로제 푸리니에, 캐나다 작가(이세진 2012:21)
3) 임지룡(2006:4)에서는 체험주의는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 및 개념화 과정이 신

체화된 체험에서 유래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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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정구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임지룡(2006:5)에서는 감정이란 습관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지각에 나타
나는 것으로, 비습관적이고, 주관적이며, 전체적인 것이다. 또 감정은 과정
이 아닌 어떤 정신적 ‘상태’이며,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외
적 내적 사상(事象)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며, 대개는 유괘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은 외부 사건이나 현상들에 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쁨, 놀람, 슬픔, 두려움, 화남 등의 여러 가지 기분들
을 통칭한다. 감정은 직접 표출되기보다는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김향숙(2001:27)에서는 감정의 정의에 관하여 ‘감정은 개인의 평가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며, 육체의 감각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상태로 즉
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기능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감정은 
인간의 생리와 이상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충족 지향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대상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정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관련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직
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나는 기쁘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2인칭이나 3인칭을 주어로 사용하여 직설법 현재형을 
사용하면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너는 기쁘다” 또는 “저 사람은 기쁘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자신을 제외한 상대방이나 제 삼자의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정이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감정은 심신 양면에 
걸쳐 전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역동적이고 시간적인 경과를 보인
다. 즉 어떤 감정 상태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 생리적, 신체적 변화가 일어
나서 신체 외부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긴장 행동이 
나타날수도 있고, 감정이 발생하기도 한다4). 신체 변화와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은 감정이 내, 외적 사상에 대한 정신

감정구조

긍정적인 감정 기쁨, 사랑

부정적인 감정   슬픔, 두려움, 화남

 



- 7 -

적 반응이라는 점은 감정이 어떤 자극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말
한다. 
  한편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은 생리적,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도 하고, 감정 주체의 요구 수준에 의한 심리적인 사항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하기도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문화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
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감정의 문제는 일찍부터 철학, 심리학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인지언어학
에서 언어적 접근을 시도하여 감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언어를 자율적
인 체계로 파악해 온 구조언어학이나 생성언어학의 관점에서는 감정의 문
제가 언어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감정에 대한 탐색은 인지언
어학을 통해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언어가 감정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2 감정의 특징

  우리는 일상적으로 감정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감정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감정이 실재하는 것인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 존재를 직
접 인정하기란 어렵다. 기쁨, 사랑,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크게 웃는 모습, 천천히 안아주는 모습,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을 보면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생리적 반응은 감
정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최석재(2015)에서는 ‘감정은 신체의 반응, 특히 생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고 설명한다. 감정은 직접 관찰될 수는 없지만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반응
을 통하여 감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은영(2004,2005)에서는 감정은 자극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의식
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또한 감정은 감정 주체의 내적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반응이며, 신체적 변화와 관련을 가지며 정신적 상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어떤 감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적 
또는 내적인 사상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자극체 논항으로 나타나게 되

4) 모든 상황에서 감정이 발생하면 신체 외부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논의는 임지룡(2001)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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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심리적인 것이므로 감정동사 또한 마음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감정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감정은 평가성
과 경험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의 평가성이란 영
어에서 ‘I-here-now’의 원칙에 의해 인간은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평가를 하는 것인데, 감정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거친
다는 것이다. 한편 감정의 경험성은 의식적인 느낌이 아니라 매개 사건에 
대해  무의식간에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다.  

2.3 ‘기쁨’의 개념 및 특징

  2.2절에서 기본적인 감정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
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
를 먼저 살펴보고  ‘기쁨’의 관용어에서 표현되는 감정을 몇 개의 하위범
주로 나누어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기쁨’은 기본 감정에 속하며 ‘슬픔’이라는 감정과는 전형적인 대립관계
에 있다. ‘기쁨’에 대한 감정의 표현은 ‘기쁘다, 신나다, 즐겁다’와 같이 단
일한 어휘에 대응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어휘로 구성된 관용어
로 표현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용표현들을 중심 논의 대상으
로 한다.
  먼저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쁨’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한
다. 한편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에서 표현되는 기쁨의 감정은 만족, 축
복, 행복, 감동, 희망, 쾌락, 걱정거리의 사라짐, 편안함, 당당함 등 일상생
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상황들의 범위에서 해당한다. 본고에
서는 관용어에서 표현되는 ‘기쁨’이라는 감정의 개념을 토대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쁨’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먼저 김향숙(2001)에서는 ‘기쁨’의 하위범주로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의기양양, 희망’으로 설정했고 오예옥(2011)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내면적 느낌을 비유하는 관용어 유형으로 
‘만족, 사랑, 좋은 기분, 회복, 편안함, 걱정거리의 사라짐, 감동, 열광, 희
망’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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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기쁨’의 하위범주를 ‘즐거움’, ‘만족함’, ‘감동’, ‘편안함’, 
‘희망’으로 분류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하위범주는 김향숙(2001)과 오예
옥(2011)에서 나타난 ‘감정’의 하위범주의 중복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기쁨’의 개념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하위범주
를 설정하는 근거는 김향숙(2001)과 오예옥(2011)에서 제시하는 ‘기쁨’ 개
념의 하위범주들을 종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쁨’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근거는 김향숙(2001)의 ‘즐거움’과 ‘신명남’은 
서로 뜻이 유사하여 오예옥(2011)의 ‘좋은 기분’과 더불어 ‘즐거움’으로 요
약할 수 있다. 김향숙(2001)의 ‘만족감’과 오예옥(2011)의 ‘만족’은 본고에
서 ‘만족함’으로 나타냈다. 본고의 ‘감동’은 이 두 논의를 그대로 옮겨왔고 
김향숙(2001)의 ‘편안함’과 오예옥(2011)의 ‘편안함’, ‘걱정거리의 사라짐’
을 본고에서는 ‘편안함’으로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김향숙(2001)의 ‘희망’
과 오예옥(2011)의 ‘사랑’, ‘회복’, ‘열광’, ‘희망’을 ‘희망’으로 요약했다.   
   

(1) 즐거움: 즐거움은 흔히 웃음과 많이 연관된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아
서 즐거우면 사람들은 많이 웃어서 서로 기쁜 감정을 공유한다. 한국어에
서 ‘신이 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 만족함: 인간은 무언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것들
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 행복하거나 기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가슴이 뿌듯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3) 감동: 인간은 감동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기억에 남을 짜릿함이나 사람
들한테 따뜻함이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감동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다른 표현보다 많이 나타난다. 특히 신체부위인 ‘가슴’에 관련된 
관용표현이 가장 많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심장의 박
동을 ‘가슴’으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가슴
이 떨리다’, ‘가슴이 찡하다’, ‘콧날이 시큰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4) 편안함: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고픔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신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
으면 편안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고민이나 걱정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편안함을 나타내는 관용어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
면 ‘발 뻗고 자다’와 같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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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 인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희망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여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희망을 이루면 만족을 나타내거나 기뻐한다. 본
고에서 다루는 희망은 인간이 삶의 보람이나 성과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자신감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깨가 으쓱거리다’와 ‘서광이 비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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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용어의 개념 및 특성

  본 장에서는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
은 학자들의 논의와 이론을 살피면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4장에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
고 있는 것이 관용어이므로 관용어는 문화적 지시어라고 할 수 있다. 관용
어야말로 개별 언어의 의미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어휘이며, 관
용어의 습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3.1에서는 관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3.2에서는 한국
어의 관용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1 관용어의 개념

  관용어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어 아
직까지 어느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되지 않았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
펴보고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다룰 것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관용어’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할 것이
다.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습관적으로 쓰는 말’
(2) [언어]= 관용구
(3)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
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나는 어구(语句).
  「관용어사전」에서는 관용어를 ‘구성 낱말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
휘 복합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 단위를 가
리킨다. 이러한 관용어는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하나의 굳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관용어의 뜻은 구성 어휘의 
개별적 뜻을 합해도 알 수 없다’라고 정의했다.
  위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단어나 어휘의 구성만으로는 전체의 뜻
을 알 수 없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관용어에 구체적인 특성
에 대한 여러 논의는 김종택(1971), 고광주(2000), 김향숙(2001)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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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김종택(1971)은 언어의 특유한 표현방법에 기초하는 하나의 의미 단위
를 이디엄(idiom)으로 부르고, 이 이디엄은 통사적인 구조를 가질 수는 있
지만 의미적으로는 새로운 하나의 의미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택(1971)에서 말하는 이디엄은 광의적으로 다른 어휘와의 상대적 특
색에 기초하고 있는 언어체계를 말한다. 또한 이디엄은 통사적인 외형구조
를 갖추고 있는 단어라는 점이 일반적인 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범주
설정에 관하여, 단일어 형태의 관용어로 범위가 확장될 것을 우려하여, 구
절·복합어형으로 된 관용구의 형태만을 관용어의 범주에 넣었으며, 관용어
의 어형으로는 체언형과 용언형5)으로 관용어를 유형화했다. 이 논문에서부
터 한국어 관용어의 개념, 성격, 의미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고광주(2000)에서는 한국어의 단어를 크게 어휘적인 단어(lexical word)
와 통사적인 단어(syntactic word), 관용어(idiom) 등으로 구분했다. 여기
에서 관용어는 어휘부에 등재된 통사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단어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관용어에 대해 구체적으
로 설명했다.

  (2) 그가 나에게 손을 벌렸다.
  (3) 영희가 수학시험에서 죽을 쑤었다.
  (4) 철수가 수학과 담을 쌓았다.

  위의 ‘손을 벌리다’, ‘죽을 쑤다’, ‘담을 쌓다’는 한국어의 관용어의 예인
데, 관용적인 의미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
다’, ‘관계를 끊다’ 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용어들은 한국어나 한국문
화를 모르면 외국인 화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관용어는 하루아침에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의미와 다른 임시어적 구성으로 쓰이다
가, 이것이 좀 더 널리 수용되면 준관용어가 되며, 관습화되어 대부분의 
언중들에 의해 이해되고 사용되면 비로소 관용어가 된다.
  또한 이 논의에서 관용어는 심리적으로 표현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인데, 이 외에도 유

5) 체언형은 둘 이상의 어소가 결합하여 구나 절을 이루는 경우인데 ‘개밥에 도토
리’, ‘꿩 대신 닭’과 같은 것이다. 용언형은 둘 이상의 어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어형을 이루는 경우인데 ‘체언+용언형’의 ‘형편없다’, ‘용언+용언’형의 ‘돌
아가다’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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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비유적 표현 및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 그리
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을 할 때 형성된다고 주장했
다.
  김향숙(2001:18)에서는 관용어를 둘 이상의 어절이 결합되어서 그 단어
가 지닌 각각의 1차적인 의미를 잃고 제3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의미
와 형태가 화석화된 구 이상의 언어 단위를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김준기·김향숙(2003:13)에서는 관용어를 그 구조가 의미상 화석화 되고 
고정화되어 여전히 우리 언어 생활속에서 살아서 그 생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언어이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정의나 기준을 참고해서 관용어
의 개념에 대해 해석했다. 관용어에 대한 표현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한국어의 관용어는 뜻이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용
어를 나타내는 형태들이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아래에 이러한 관용어가 어
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본다. 

3.2 관용어의 특성
 
  3.1에서 우리는 관용어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본 절에서
는 관용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관용어의 쓰임
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개념에서 다루었듯이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순한 어휘항목들이 결
합하여 고정된 제3의 의미를 표출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용어의 특성
을 형태·통사적인 특성과 의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이러한 관
용어의 특성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창호(1996)
와 문금현(1999)이 있다. 형태· 통사적 특성은 주로 이창호(1996)를 참고
했고, 의미적 특성은 문금현(1999)의 논의를 주로 참고했다.   

3.2.1 형태·통사적 특성

  한국어 관용어의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형태· 통사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이창호(1996)인데 이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특
성으로 요약했다. (1) 구절의 형태를 취하는 특징, (2) 대치의 제약이 있는 
특징, (3) 어순 바꾸기의 제약이 있는 특징, (4) 내적확장의 제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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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등이다.  
  관용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관용어를 정확하게 응용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어는 일반 구보다는 고정성이 강하여 통사적인 제약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통사적인 제약이 전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에 이러한 특성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관용어는 구와 절의 형태를 가진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관용
어는 어휘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절 형태로 나타난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적 단
위를 이루는 특별한 종류의 표현형식을 관용어이므로 관용어는 구절형이 
하나의 의미적 단위로 결합된 특별한 언어단위를 지칭한다(김준기·김향숙 
2003:29).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 지난달에 지출이 많아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6) 동생은 이번 시험에서 또 미역국을 먹었다.
  (7) 아내는 남편에게 육아문제에 대해 바가지를 긁었다.

  위의 예문 (5), (6), (7)을 보면, 관용어 ‘허리띠를 졸라매다’, ‘미역국을 
먹다’, ‘바가지를 긁다’는 모두 구절의 형태이다. 이들이 관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의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단순한 어휘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매우 절약하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6)의 ‘미역국을 먹다’는 
‘실패하다’, (7)의 ‘바가지를 긁다’는 ‘잔소리를 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관용어는 형태의 고정성을 띤다. 관용어는 둘 이상의 어휘가 이루
어져 다른 의미로 나타내기 때문에 관용어를 다른 언어표현으로 대치하거
나 성분을 확장하면 관용어는 본래의 표현가치를 잃어버린다. 이에 해당하
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8) *동생은 이번 시험에서 또 김칫국/라면을 먹었다.
  (9) 동생은 식당에서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10) 동생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다.

  위의 예들은 (6)의 예문을 일정하게 변형한 것들이다. (8)에서는 (6)의 
‘미역국’ 대신에 ‘김칫국/라면’으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미역국을 먹다’라
는 관용어를 사용해야만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에
서의 ‘미역국을 먹다’는 ‘실패하다’라는 관용어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미역국을 먹다’라는 뜻이다. (10)도 (9)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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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관용어는 형태적인 변이성이 존재한다. 즉 전체 부분이 변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용어는 부분적으로 변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1)  가. 그녀는 입이 가벼워서 소문을 잘 퍼뜨린다.
  나. 철수는 입이 무거워서 모두들 듬직하다고 칭찬한다.

   (11가)과 (11나)의 ‘입이 가볍다’ 와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모두 관
용어이고 각각 ‘말이 많거나 비밀을 털어놓다’ 와 ‘말이 적거나 비밀을 지
키다’라는 뜻이다.  이 둘은 같은 뜻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뜻인데 이러
한 유형을 반의적 변이형이라고 한다. 
  넷째,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삽입의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용어는 
구성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요소 사이에 다른 요
소가 개입되면 관용의미를 잃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식이 가능한 
것도 있다. 그 이유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확장하는 데 많이 이용할 수 있
고 관용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2) 가. 아내는 남편에게 육아문제에 대해 바가지를 자주/엄청/박박
            긁었다. 

 나. 철수는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엄청 비행기를 태
            운다.

 다. *철수는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큰/작은 비행기를  
            태운다. 
  위의 (12가)는 (7)의 예문에 ‘자주/엄청/박박’의 부사가 삽입되어서 본래
의 뜻인 ‘잔소리를 하다’라는 뜻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삽
입이 가능하다. (12나)는 관용어 ‘비행기를 태우다’ 앞에 ‘엄청’이 삽입되
어 본래의 뜻인 ‘지나치게 칭찬하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립된다. 
그러나 (12다)는 ‘큰/작은’ 같은 관형어는 제약이 있다. 이 예로부터 우리
는 관용어가 부사어와 결합할 때에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관형어와 
결합하면 비문이 되거나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
형어가 삽입하면 제약이 보이는 것은 관용어의 구성 자체가 구성요소끼리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의미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삽입이 
제한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대치의 제약이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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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할 때 문맥과 상황에 따라 관용어의 일부분을 바꾸어 쓰기도 한다. 그
러나 모든 관용어를 아무 때나 바꾸어 쓴다면 그러한 표현은 관용어가 아
니다. 관용어를 이루는 통사구조의 구성요소는 보편적인 구성요소의 대치
에 의한것 만큼 뜻이 변화하는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 대치에 의하여 
구성요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된다. 이에 해당하
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3) 가. 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아서 허리띠를 풀고 살 수
                있다. 

    나. 그는 회사에서 승급을 하려고 사장님한테 꼬리를 흔들었
               다.

    다. 그는 회사에서 승급을 하려고 사장님한테 꼬리를 쳤다.
    라.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마.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은 하늘에 달따기이다.  

  위의 (13가)는 (13나)와 비교해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다’와 ‘허리띠를 
풀다’- 즉 ‘졸라매다’를 ‘풀다’로 대치해도 비문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어
휘는 반의어를 나타내서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 (13나)와 (13다)은 ‘꼬리를 흔들다’를 ‘꼬리를 치다’로 대치했지만 
이 역시 가능하다. 이 두 표현은 동의어로서 모두 ‘아양을 떨다’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13라)와 (13마)을 비교해 보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관용
어가 ‘몹시 어렵다’라는 뜻이 (13마)에서는 유지되지 않고 비문이다. 이는 
관용어가 대치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13라)는 ‘하늘에 
별 따기’가 관용어로 해석되지만 (13마)처럼 ‘별’을 ‘달’로 대치하면 관용
성을 잃고 ‘하늘에 달 따기’라는 보편적인 표현이 된다. 이런 제약이 있는 
이유는 관용어가 기존의 어휘들이 결합하여 굳어진 새로운 의미단위를 나
타내므로 다른 단어에 의해 대치되면 관용적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관용어는 통사적으로 어순 도치의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어의 구성요소는 어순 도치가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관용어의 구성 요소
는 어순 도치가 이루어지면 관용적인 의미를 잃게 되어서 구성요소의 합
해진 의미로 해석되어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즉 관용어가 구성요소들 사
이에 긴밀한 통사적인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적당
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관용어의 어순 도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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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가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4) 가. 월급쟁이들의 생활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
                이다.

    나. *월급쟁이들의 생활은 겨우 풀칠을 입에 할 수 있을 정
                 도이다.

   다. 철수는 매사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시작하기 때    
               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라. 철수는 매사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태도로 일    
               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위의 (14나)에서는 ‘입에 풀칠하다’(근근이 살아가다)를 어순 도치를 해
서 ‘풀칠을 하다’식의 표현인데 이는 구문이 된다. 즉 관용어의 통사적인 
고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14라)에서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일이 몹
시 절박하게 닥치다)를 ‘발등에 떨어지는 불’로 어순을 바꾸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즉 ‘목적어+서술어’ 구성으로 된 용언형 관용어나, ‘주어+서
술어’ 구성으로 된 서술형 관용어는 ‘형용사/동사+관형사형 어미+명사’의 
구조로 된 관형형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4라)와 같은 예는 
한국어의 관용어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관용어에서 어순 
도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관용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즉 관용어가 문장에서 활용될 때 관
용어의 일부가 생략이 될 수 있다. 관용어의 생략 형태는 원래의 의미가 
깨지지 않는 전제하에 가능하고 생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특히 한국어 관용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예들을 제시할 
것 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5) 가. 영희는 이번에도 미역국이야?
    나. 그 여행사는 외국인만 바가지를 씌운 것이 아니라 내국   

                인도 씌웠다.
  위의 예는 한국어의 관용어에서 특이한 생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5
가)에서는 ‘미역국을 마시다’를 ‘미역국’이라고 줄여 쓸 수 있는 것은 이 
관용어들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많아지면서 단어 자체가 관용어(즉, 미역국
을 마시다)를 대신하여 굳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적게 
나타난다. (15나)에서는 관용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내국인도 바가지를 씌



- 18 -

웠다’라고 표현되어야 하는데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바가지’를 생
략되었다. 생략이 되어도 본래의 뜻인 ‘실제의 가격보다 비싸게 요구하다’
라는 뜻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일부의 한국어 관용어는 특이하게 경어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관용어의 특성상 존경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적으로 보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유형에 따라 일부 표현은 가능하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단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
래와 같다.

(16) 가. 아버지께서는 눈에 불을 켜시고 아들의 행방을 찾았다.
    나. 사장님께서는 결국 그 회사와 손을 잡으셨다.

  위의 (16가)와 (16나)는 모두 경어법을 사용한 것들이다. 즉 (16가)의 
‘눈에 불을 켜다’와 ‘손을 잡다’라는 관용어는 각각 ‘관심을 기울이다’와 
‘힙을 합치다’라는 뜻인데 ‘눈에 불을 켜시고’와 ‘손을 잡으셨다’라는 존경
표현이 가능하다. 이유는 아마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 관습성과 연관이 
있다 즉 예의를 아주 중시하는 나라여서 문법상에서도 경어법이 다른 언
어들6)보다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한국어의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형태·통사적인 특성을 구체적으
로 살펴봤다. 본 절에서 다룬 관용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은 이창호(1996)
의 논의에 새롭게 추가된 특성은 ‘삽입의 제약이 있다는 것’과 ‘생략이 가
능하다’이다. 새롭게 추가한 이유는 이 두 가지 특성도 관용어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2 의미적 특성

  문금현(1999)에서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중의성, (2) 비합성성, (3) 불투명성, (4) 과장성, (5) 반어성, (6) 완곡성 등
으로 다루었다.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은 관용어가 전체 어휘구조에서 가지
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주요하게 
문금현(1999)를 참고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려고 했다. 관용어의 의미적 특

6) 특히 중국어와 비교해 보면 현명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어에서 경어법
은 주어에 대한 경어법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경어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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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2.2.1에서 다루었던 형태·통사적 특성보다 적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관용어는 중의성을 가진다. 이는 2.1에서 서술했던 관용어의 정의
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관용어가 구조적으로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로 형성되지만 의미는 구성요서의 합성적인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
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7) 가. 그는 집에 돌아가서 눈을 감았다.
   나. 철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원한다.
    다. 오늘 음식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았다.

  위의 예들은 모두 중의성을 띠는 것들인데 (17가)에서 ‘눈을 감다’라는 
표현은 ‘눈을 감는 행위’라는 의미와 더불어 ‘죽다’라는 관용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어렵다. (17나)와 (17
다)의 예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무언
가가 떨어지다’라는 표현과 ‘무언가가 저절로 얻어지다’라는 관용표현으로 
나뉜다. (17다)에서 ‘입이 벌어지다’라는 감정표현 관용어에서도 ‘놀랄 정
도로 많았다’와 ‘많아서 기분이 좋다’라는 두 가지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관용어는 의미가 전이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특징은 의미 특성중
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전이는 각 구성 요소
들이 축자 의미의 합과는 무관한 제3의 의미라는 것인데 A라는 요소와 B
라는 요소가 합해진 경우, 그 의미가 AB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의미나 B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 C가 된다는 것으로, 제3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다(문금현 1999). 또한 이러한 특성은 다의어와 관용어의 관계에 대한 대
비를 잘 보여주는 관용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어는 하나의 언
어기호에 어원상으로 서로 관련된 복합적 의미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다의
어가 기본의미에서 파생의미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어원의식이 멀어져 감
에 따라 관용어와 혼란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임지룡1992). 김준기·김향
숙(2003:37-38)에서는 관용어와 다의어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
다. 공통점은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의미가 파생되어 모두 관용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관용어의 기본단위는 구이고, 의미영역의 전이
로 대체로 한 개의 의미에 대응하는 반면에 다의어는 기본단위가 단어이
므로 하나의 명칭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
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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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나는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먹었다.
    나. 철수는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콩밥을 먹게 되었다.

  위의(18가)에서 나타나는 ‘먹다’는 다의어이다. ‘먹다’라는 동사는 원래 
‘밥을 먹다’와 같이 ‘음식 따위를 배에 들여보내다’라는 의미인데 (18나)에
서는 ‘술을 먹다’라는 표현은 ‘술을 마시다’의 의미로 나타난다. 특히 구어
체 한국어에서는 대화할 때 ‘술을 먹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나 
(18나)에서는 ‘콩밥을 먹다’는 다의어가 아니라 관용어로써 ‘감옥살이를 하
게 되다’라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관용어는 과장성을 가진다. 이 특성은 흔히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
신의 감정이나 정보를 강조하는 목적에서, 실제적인 의미보다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문금현(1999:97)에서 나오는 예
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 가. 하늘을 찌르다.
    나. 간이 콩알만하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온다.

  위의 (19가)는 높은 방향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고 (19나)의 표현들
은 작게 축소하여 표현한 관용어들이다. 
  본고에서는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특성을 주
요한 특성으로 여긴다. 특히 한국어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어보다 부정적인 의미의 관용어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7), 이는 일반적으로 관용어를 쓸 때 화자가 
상대방을 풍자하거나 질책하는 의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3.3 소결

  본장에서는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관용어를 인지언어학적인 
접근으로 해석했다. 3.1에서 관용어의 개념을 김향숙(2001)의 논의를 따라 

7) 문금현(1999)에서 이러한 논의를 했는데, ‘눈을 감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부정
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관용어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어보다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필자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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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고 3.2에서는 관용어의 특성을 형태·통사적인 특성과 의미적인 특성
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형태·통사적인 특성에는 (1) 구절의 형태를 가지
는 것, (2) 형태의 고정성을 띠는 것, (3) 형태적인 변이성이 존재하는 것, 
(4) 통사적으로 삽입의 제약이 있는 것, (5) 통사적으로 대치의 제약이 있
는 것, (6) 통사적으로 어순 도치의 제약이 있는 것, (7) 생략이 가능한 것 
등이 있다. 의미적인 특성에는 (1) 중의성을 가지는 것, (2) 의미가 전이되
는 특성을 가지는 것, (3) 과장성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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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 목록

  4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내용인 ‘기쁨’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어들이 어
떤 것인지 목록과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할 것이다. 본고는 ‘기쁨’의 감정
표현 관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취지로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관용
어 목록은 주요하게 박영준·최경봉(1996)과 최경봉(2014)에서 나타나는 
‘기쁨’ 표현들이다. 그리고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져 왔던 관용어들은 김향
숙(2001), 오예옥(2010), Song(2003) 등8)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새롭게 제
시하는 관용어들도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관용어 목록들을 신체어와 비신체어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
어의 ‘기쁨’의 관용어 목록에서 신체어와 비신체어의 목록을 나누는 근거
는 인지언어학에서 감정에 대한 관용어에 신체어가 개입하면 확연하게 관
용어를 설명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히 형식
과 의미의 대응관계에 의한 자율적인 기호 체계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가진 언어 사용 주체가 환경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신체적 경험을 기반
으로 획득해 온 전달 수단이므로, 언어에는 인간의 신체와 신체적 경험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임지룡2008:38).
  한편 김동환(2005:15)에서는 개념적 구조는 신체화되기 때문에 개념적 
조직이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고, 개념적 구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신체화된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노양진·나익주(2006:381)에서는 
은유적 사상은 세계 안에서 신체적인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제약되고 은
유적인 의미는 신체화된 경험 안에서의 상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념적
인 은유적 사상에 의해 주어진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동요되어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럴 경우 신체 내부에서 상응하는 생리적 변
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때로는 특이한 모습이나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의 반응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1에서는 먼저 ‘기쁨’의 관용어 목록에서 신체어에 해당하는 것
들을 제시하고 4.2에서는 비신체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분류할 것이다.

8) 이 외에도 임지룡(2006, 2008), 조생연(2004), 최석재(2012)에서 나오는 한국
어    관용어와 웅계지(2010) 등에서 나오는 중국어 관용어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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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 목록

  3장에서 다룬 관용어들을 보면 그 구성 요소가 전문적인 어휘나 추상적
이고 어려운 어휘보다는 기초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
각이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
하여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관용어를 사
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연산 작용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론하
도록 하는 경우 또한 많이 나타나는데 말하기 어렵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싶을 때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관용어나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의 형성에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즉 관용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데 오랜 관습과 문화가 크게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언어의 어휘들 가운데 인간의 활동과 매우 밀접
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신
체어이다. 왜냐하면 신체 부위명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관용어보다 기능상 보편성이 많기 때문이다. 신체어는 하나의 
의미장을 이루며, 또 다양한 다의 관계와 의미의 전이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관용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신체어를 어휘소로 한 어휘의 
파생 범위나 신체어의 의미 전이 범위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
에 각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의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몸은 
심리적 활동이 외부로 나타나는 표현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정신의 직접적
인 표현의 통로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체험할 때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몸으로 실현한다. 이에 따라 몸은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게 되어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감정 표현은 신체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
다(김향숙2001). 신체어는 신체영역을 근원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원인은 사람의 몸이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논
의에서는 신체기관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통합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신체어를 포함하는 관용어 목록들의 표현과 예
문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의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
어를 신체의 외부기관과 내부기관으로 나누었는데9), 본고에서는 해당 표현

9) 임지룡(2006ㄱ)에서는 신체어 내장과 외부기관으로 나타냈는데,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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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각각의 신체부위별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신체적 부위로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슴’, ‘눈’, ‘얼굴’, ‘코’, ‘어깨’, ‘입’, ‘다리’, ‘배꼽’, ‘속’, ‘허
리’, ‘심장’, ‘손’, ‘발’, ‘배’, ‘머리’, ‘무릎’, ‘엉덩이’, ‘이’로 모두 18개 항
목이다.10) 그럼 아래에 이러한 목록들을 표로 정리하고 각각의 신체부위에
서 나타나는 ‘기쁨’ 표현의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항목에
서의 순서는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1] ‘가슴’: 27개 항목
 
‘가슴에 와 닿다’, ‘가슴에 파고들다’, ‘가슴을 뒤흔들다’, ‘가슴을 울리다’ 
, ‘가슴을 적시다’, ‘가슴을 펴다’, ‘가슴이 고동을 치다’, ‘가슴이 뛰다’,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울렁거리다’,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열리
다’, ‘가슴이 터지다’, ‘가슴이 트이다’, ‘가슴이 후련하다’, ‘가슴이 뜨겁
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뛰
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설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가슴이 흐뭇하다’, ‘가슴이 훈훈해지다’, ‘가슴이 시원하다’.

  위에서 제시한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기쁨’ 표현의 관용어가 ‘가
슴’ 부위에서 많이 나타는데, 그 이유는 ‘가슴’은 인간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부위이고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불어 신체어 ‘가슴’에서는 감동에 대한 의미가 많이 확장되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한국인들은 감정을 가슴으로 포함하는 신
체기관이나 위장을 포함하는 내장기관을 매개체로 하여 온 몸으로 때로는 
애절하고 구슬프게 표현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본고에서 관용어에 대
한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문은 박영준· 최경봉
(1996)과 최경봉(2014)에서 주로 인용했다. 아래에 대표적인 표현들의 뜻
과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 외부는 ‘얼굴, 이마, 눈, 코, 귀, 입, 목, 어깨, 등, 
몸체, 사족, 팔, 손, 주먹, 엉덩이, 다리, 발’ 모두 17개 부위로 다루었고, 신체 
내부는 ‘머릿속, 가슴, 속, 심장, 염통, 간, 창자, 혈관, 피’ 모두 9개 부위로 다
루었다. 

10) 여기에서 순서는 신체어 빈도수가 높은 데서 낮은데로의 순서이다.
11) 5장에서 개념적 은유를 다룰 때에도 나타나겠지만, 한국어 신체어 ‘가슴’은 

주요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감동’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가
슴이 뜨겁다’, ‘가슴을 울리다’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가 확장된 의미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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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가슴을 울리다’: 감동을 일으키다.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그 배경 음악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 ‘가슴을 펴다’: 당당해지거나 자신감을 가지다.
  지금과 같은 통제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슴을 펴고 살 수 없

         다.
    다. ‘가슴이 고동을 치다’: 희망으로 흥분되다.

  젊은이들의 가슴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항상 고동칠 것이다.

    라. ‘가슴이 부풀다’: 기대가 크고 희망에 넘치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마. ‘가슴이 울렁거리다’: 기대로 흥분되다.12)

  여행 전날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 ‘가슴이 열리다’: 답답하였던 생각이 시원하게 풀리다.
  불안과 근심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확 열리고 온몸에서는 새로운  

         신념과 용기가 솟아올랐다.

    사. ‘가슴이 후련하다’: 마음이 편해지거나 통쾌하게 되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니 가슴이 후련해진다.

    아. ‘가슴이 뜨겁다’: 감사나 존경의 마음에 감정이 북받치며 감동하  
                        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존경하는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자. ‘가슴이 뭉클하다’: 감정이 북받치며 감동하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에서 작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이 뭉클했다.
    차. ‘가슴이 떨리다’: 흥분으로 조마조마하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슴이 떨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2) ‘가슴이 울렁거리다’는 또한 긴장, 초조한 감정을 나타내거나 놀람을 나타내
기도 한다.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관용어 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로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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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아주 큰 행복과 감동을 느끼다.
 당신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었다간 가슴이 터질지도 몰라   

        요.(미래형)   

[2] ‘눈’: 18개 항목 
 
‘눈동자가 생기를 띠다’, ‘눈물이 나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물이 핑 
돌다’,‘눈물이 흐르다’, ‘눈시울을 붉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눈시울
이 맵다’, ‘눈시울이 시큰해지다’, ‘눈에 들다’, ‘눈에 차다’, ‘눈이 뜨이다’, 
‘눈이 빛나다’, ‘눈이 즐겁다’, ‘눈에 웃음을 띠다’, ‘눈에서 광채가 나다’, 
‘눈을 깜빡거리다’, ‘눈을 빛내다’.

  신체어 ‘눈’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서 감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눈’은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
는 ‘창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으로부터 많은 감정을 나타나고, 이때 가
장 두드러지는 감정이 바로 눈물이 흐르는 감동인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
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보인다. 즉 ‘눈물’, ‘눈시울’은 감동을 받거
나, 감격의 벅참에서 오는 마음의 움직임인 것이다. ‘눈물이 나다’는 무엇
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는 것을 감동의 기쁨으로 표현한다. ‘눈시울을 
밝히다’는 감동의 기쁨으로 인해 복받쳐 나오는 울음 때문에 눈시울을 따
라 속눈썹이 난 곳이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표현한다. 

(2) 가. ‘눈물이 나다’: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하다.
  어젯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다.  

    나. ‘눈시울을 붉히다’: 감동하다.
  올림픽에서 애국가가 퍼지자 선수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다. ‘눈에 들다’: 신임을 얻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의 눈에 들어야 인정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  

         다.

  ‘눈에 들다’나 ‘눈에 차다’에서는 기쁨의 하위개념 범주인 ‘만족함’의 의
미로 ‘기쁨’표현 관용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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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굴’: 16개 항목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치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다’, ‘얼굴에 생기가 떠
돌다’,  ‘얼굴에 웃음이 나다’, ‘얼굴에 웃음이 넘치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다’, ‘얼굴에 함박꽃 웃음이 피다’, ‘얼굴
에 화기가 돌다’, ‘얼굴에 화색이 돌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다’, ‘얼
굴에 활기가 넘치다’, ‘얼굴이 빛나다’, ‘얼굴이 펴지다’, ‘얼굴이 환해지
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다’.

  한국어에서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른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표현
보다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얼굴’이 인간의 전체적인 표정
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다양한 것이다. 2장에서 다루었듯이 ‘기
쁨’이라는 감정은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표정을 주요
하게 나타내는 얼굴에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얼굴’이 의미
하는 것은 사람의 ‘체면’이나 ‘낯짝’이 아니라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다.

(3)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다’: 매우 기뻐하다
       두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어보인 박세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  
             졌다(조선일보 2003년 기사).

[4] ‘코’: 13개 항목
 
‘코가 맹맹해지다’, ‘코가 벌름해지다’, ‘코끝이 찡하다’, ‘코웃음을 치다’, 
‘코허리가 시다’, ‘코허리가 시큰하다’, ‘코허리가 아리다’, ‘콧날이 시큰해
지다’, ‘콧날이 찡하다’, ‘콧노래가 나오다’, ‘콧노래를 부르다’, ‘콧등이 시
큰거리다’,  ‘콧날이 시큰해지다’.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코’는 
코의 역할 수행에 따라 사람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자신감도 잘 보여준다. 
이는 ‘코’가 ‘기쁨’ 표현을 나타낼 때 내면적인 것보다는 신체나 겉모습을 
대표하는 중심적 위치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
어 한국어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콧노래가 나오다’는 일이 잘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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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저절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한다. 

(4) 가. ‘코끝이 찡하다’: 감정이 북받치며 감동하다.
  타지에서 친척을 만나게 돼서 코끝이 찡했다.

    나. ‘콧노래가 나오다’: 기분이 좋다. 
  콧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일이 잘 풀리는 모양이다.

[5] ‘어깨’: 12개 항목

‘어깨가 으쓱해지다’, ‘어깨가 으쓱거리다’, ‘어깨가 올라가다’, ‘어깨가 가
볍다’, ‘어깨가 가벼워지다’, ‘어깨가 들먹거리다’, ‘어깨가 으쓱으쓱하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다’, ‘어깨를 펴다’, ‘어깨춤을 추다’, ‘어깨춤이 나다’, 
‘어깨바람이 나다’.

  위의 관용어 목록을 보면 인간의 신체어 ‘어깨’는 ‘당당함’을 많이 나타
내는데 ‘어깨가 으쓱해지다’, ‘어깨가 올라가다’, ‘어깨가 들먹거리다’와 같
은 표현은 좋은 일이 있거나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을 때 ‘어깨’의 상태
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관용어들이다. 이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거
나 우쭐대는 경향을 ‘어깨’를 펴는 행동으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5) 가. ‘어깨가 가벼워지다’: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홀가분하다.

  어린이들을 모두 집에 보내면 선생님은 어깨가 가벼워진다. 

    나. ‘어깨를 펴다’: 당당해지거나 자신감을 가지다.
  취직한 후부터 마누라 앞에서 제대로 어깨를 펴고 살게 되었다.

[6] ‘입’: 9개 항목

‘입맛에 맞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 ‘입을 벌리다’, ‘입이 벌어지다’, ‘입
이 헤작해지다’, ‘입이 뻥끗뻥끗하다’, ‘입이 함박만 하다’, ‘입이 찢어지
다’, ‘입이 귀에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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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생물학적 기능 외
에도 여러 가지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 만족함 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역할도 하는 것
이다.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좋아서 입가가 벌어진다. 가령 한
국어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입이 찢어지다’는 기쁨을 입이 찢어지는 고
통을 이겨낼 정도로 기쁘거나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표현한다.  

(6)  가. ‘입맛에 맞다’: 취향에 일치하여 마음에 들다.
  그는 자신의 입맛에 맞아야만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을 한다.

     나. ‘입이 벌어지다’: 기뻐하다.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입이 벌어졌다.

     다. ‘입이 찢어지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철수는 결혼하더니 입이 찢어지게 좋아했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에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은 ‘合不拢嘴’인데 한국어와 
같은 의미이다. 아래에 ‘입이 찢어지다’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7)母亲听到儿子考上大学的消息，合不拢嘴地高兴了。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입이 찢어지다’와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은 ‘扯烂嘴巴’는 ‘헛소리를 하다’
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한국와는 다른 뜻이다. 
 
    (8)不要在外面扯烂嘴巴，否则会伤你自己！
     （밖에서 헛소리를 하면 네가 상처 받을 수 있다!）
 
  (7)과 (8)은 ‘입이 벌어지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관용표현인 ‘合不拢嘴’
는 한국어와 같은 의미와 맥락에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입이 찢어지다’와 
같은 관용어 표현인 ‘扯烂嘴巴’는 한국어와는 다른 뜻이 쓰이는 특이한 점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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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리’: 5개 항목

‘다리가 가뿐하다’, ‘다리가 거뿐하다’, ‘다리를 뻗고 자다’, ‘다리를 펴고 
자다’,  ‘두 다리를 쭉 뻗다’.

  인간의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다리’는 2장에서 정의한 ‘편안함’을 많이 
나타낸다. 사람은 몸이 많이 지치면 다리를 쭉 벋어서 누우면서 휴식을 취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기쁨
을 나타내는 관용어 ‘다리를 뻗고 자다’는 다리를 뻗으며 마음 놓고 편히 
자는 편안한 모습을 기쁨으로 표현한다. 

(9) 가. ‘다리를 뻗고 자다’: 마음이 편하게 되다. 
  아무렴 소생이 누울 자리도 없는 데서 다리를 뻗고 자겠습니    

          까?(드라마 정도전 17회)
    나. ‘두 다리를 쭉 뻗다’: 안심하게 되다/ 편하게 지내다.

  마음에 걸리던 일을 말하고 나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8] ‘배꼽’13): 4개 항목
 
‘배꼽을 빼다’, ‘배꼽을 쥐다’, ‘배꼽을 잡다’, ‘배꼽이 빠지다’. 

  한국어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배꼽을 빼다’는 너무 웃어서 마치 배꼽 
주위에 자극이 심하게 가해져서 마치 배꼽이 밖으로 빠질 것 같은 즐거운 
느낌을 표현한다. 포복절도하면 배꼽 주위와 허리 근육이 심한 자극을 받
아서 배꼽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누군가가 웃으면 손으로 배꼽 주
위를 잡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매우 재미있어 하거나 기뻐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10) 가. ‘배꼽을 빼다’: 몹시 우습다.
    그의 멍청한 행동이 어찌나 우스운지 배꼽을 뺐다.

13) 신체어 ‘배꼽’에서 나타나는 관용어는 ‘우스움’이라는 양상이 나타는데, ‘기쁨’ 
감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관용어
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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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꼽을 쥐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는 배꼽을 쥐고 웃는다. 

     다. ‘배꼽을 잡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배꼽을 잡게 한다.
 

  ‘배꼽을 빼다’와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捧腹大笑’이다.

(11). 他的傻乎乎的动作真是捧腹大笑。
     (그의 멍청한 행동이 배꼽을 뺄 지경이다.)
 
  중국어에서도 ‘배꼽을 빼다’와 같은 표현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그
러나 인간의 기본감정에서 ‘기쁨’에서만 ‘배꼽’에 대한 관용어가 나타나고 
다른 감정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9] ‘속’: 3개 항목

‘속이 뚫리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풀리다’.

  한국어의 기쁨을 나타내는 ‘속이 뚫리다/풀리다’는 마음속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편안해진 상태를 소화불량이나 배변불량 등으로 막혀 있었던 
속, 즉 배 안에 든 내장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해진 것으로 표현
한다.

(12) 가. 속이 시원하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상쾌하다.

   몇 년을 끈 일이 해결되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나. ‘속이 풀리다’: 답답하였던 생각이 시원하게 풀리다.
   힘 있는 자들을 향해 내뱉는 그의 거침없는 독설에 속이 풀리  

           는 기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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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리’: 3개 항목
 
‘허리가 끊어지다’, ‘허리가 부러지다’, ‘허리를 잡다’.

  ‘허리’는 우스운 일이 있어서 크게 웃을 때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웃음은 정신과 신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
람들은 너무 많이 웃으면 배꼽 주위와 허리 근육이 심한 자극을 받게 되
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손으로 허리를 쥐어 잡곤 한다.  

(13) 가. ‘허리가 끊어지다’: 너무 우습다.
  그 아가씨는 보기와는 달리 청중을 압도하는 화술을 지니고 있  

          을뿐만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기기도 한다. 

     나. ‘허리를 잡다’: 웃음을 참을 수 없어 고꾸라질 듯이 마구 웃다.
  나는 철수의 어이없는 행동이 너무 웃겨 허리를 잡고 웃었다.

[11] ‘심장’: 3개 항목

‘심장이 뛰다’, ‘심장이 터지다’, ‘심장이 터질 듯하다’.

  ‘심장’은 흔히 한국어에서 ‘흥분함’이라는 감정을 제일 잘 드러낸다14). 다
른 언어에서는 심장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한국어에는 그 목록이 적은 이
유는 한국인들은 흔히 겉모습을 보고 감정을 파악하려는 문화적인 요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심장이 뛰다’: 설렘으로 흥분하게 되다.
나는 도시에서 벗어나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심장이 뛰었다.

[12] ‘손’: 2개 항목
 
‘손뼉을 치다’,  ‘쌍수를 들다’.

14) ‘흥분’이라는 감정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일정하게 긍정적인 요소가 더해지
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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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을 치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손뼉을 치며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찬성해 주는 모습을 나타낸다. 
 
(15) ‘쌍수를 들다’: 어떤 일에 대해 찬성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귀족들은 몰라도 백성들은 사전혁파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  
       다.(정도전 31회)

[13] ‘발’: 2개 항목
 
‘발걸음이 가볍다’, ‘발길이 가볍다’. 

  한국어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기분이 좋아서 몸
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듯이 발의 움직임이 날쌔고 경쾌하고 가뿐한 것을 
표현한다.
 
(16) ‘발걸음이 가볍다’: 마음의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어져 상쾌하다. 

  일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다.

[14] ‘배’: 2개 항목

‘배를 두드리다’, ‘뱃속이 편하다’.

  신체부위 ‘배’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잘 나타낸다. ‘배를 두드리다’와 
‘뱃속이 편하다’에서와 같이 풍요로움을 느끼거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의
미를 가지고 있어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17) ‘배를 두드리다’: 여유나 풍족을 누리다(기쁜 일로 생긴 마음의 흡족  
                     함을 표현함)

일이 고되어서 그렇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뱃속 편한 곳이었다  
              (한승원, 「포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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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머리’: 1개 항목
 
‘머리가 가볍다’.

(18) ‘머리가 가볍다’: 상쾌하다.
아까는 무척 피곤하여 견디기 힘들었는데 한숨 자고 나니 머리가  

           가벼워졌다.

 
[16] ‘무릎’: 1개 항목

‘무릎을 치다’.

  한국어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무릎을 치다’는 몰랐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거나 되살리려고 했던 희미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 손으로 신
체의 아래 부분에 있는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19) ‘무릎을 치다’: 몹시 기뻐하다. 
개경으로 진상되는 생조기만 먹어 본 그는 그곳에서 팔다 남은 조  

        기를 말려 두고 먹는 것을 처음 맛보고 “이거다!” 무릎을 쳤다   
         (조선일보사)

[17] ‘엉덩이’: 1개 항목
 
‘엉덩이를 들썩거리다’.

(20) ‘엉덩이를 들썩거리다’: 마음이 들떠서 가만히 있지 못하다.
순간적으로 나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자리를 움직였다(유시춘, 「닫  

          힌 교문을 열며」1990).

[18] ‘이’: 1개 항목

‘앓던 이가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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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앓던 이가 빠지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후련하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니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

  이상으로 우리는 신체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기쁨’표현의 관용어들을 
살펴봤다. 신체부위별로는 ‘가슴’, ‘얼굴’, ‘눈’에서 그 표현들이 비교적 많
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꼽’, ‘허리’, ‘다리’는 다른 감
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기쁨’ 표현에만 쓰이는 신체어임을 알 수 있었다15). 
이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신체부위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기쁨’ 관용어 목록을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15) 한국어 ‘기쁨’ 표현을 나타내는 신체어 가운데 ‘배꼽’과 ‘허리’에서는 주요하
게 ‘폭소’와 ‘웃음’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많다. 예를 들면 ‘배꼽을 빼다’와 ‘허
리를 잡다’와 같은 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다른 감정에서는 나타나지 않
거나 적게 나타나지만 ‘기쁨’ 표현은 많이 나타난다. ‘다리’는 주요하게 ‘기쁨’
의 하위개념인 ‘편안함’을 많이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리를 뻗고 자다’, ‘두 
다리를 쭉 뻗다’이다. 



- 36 -

<표 2>
한국어 신체부위에서 나타나는 관용어 개수

  본고에서는 ‘기쁨’의 관용어에서 신체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비신체어로 분류하였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말하는 비신체어
는 신체어가 아니면서 의미가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포함한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음’
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마음’에 해당하는 관용어 목록을 살피고 그 외에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어들을 제시할 것이다. 

신체부위 개수
가슴 27
눈 18

얼굴 16
코 13

어깨 12
입 9

다리 5
배꼽 4
속 3

허리 3
심장 3
손 2
발 2
배 2

머리 1
무릎 1

엉덩이 1
이 1

합계 123

4.2 비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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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체어 관용어 목록>

[1] ‘마음’: 8개 항목
 
‘마음에 들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 ‘마음이 놓이
다’, ‘마음이 따뜻해지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
음이 홀가분하다’.

[2] 기타: 37개 항목

‘기를 펴다’, ‘기분이 나다’, ‘기세가 등등하다’, ‘깨소금 맛이다’, ‘넋이 나
가다’, ‘뛸 뜻이 기뻐하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다’, ‘덩실덩실 춤을 
추다’, ‘뒤로 넘어가다’, ‘면목이 있다’, ‘비행기를 태우다’, ‘빛이 보이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다’, ‘서광이 비치다’, ‘생기가 넘치다’, ‘신이 나
다’, ‘숨통이 트이다’, ‘숨을 쉬다’, ‘신바람이 나다’, ‘신바람이 들리다’, 
‘신명이 나다’, ‘심금을 울리다’, ‘싱글벙글 웃다’, ‘성에 차다’, ‘살맛이 나
다’, ‘직성이 풀리다’, ‘양에 차다’, ‘웃음을 띠다’, ‘체증이 뚫리다’, ‘펄쩍 
뛰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하늘을 날 것 같다’, ‘희색이 만면하다’, 
‘휘파람을 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관용어 목록은 ‘면목이 있다’와 ‘심금을 울리다’이
다. 이 두 표현이 신체어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면목’이 비록 인간의 ‘얼
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본고에서는 ‘얼굴’이라는 신체어로 이해하기보
다는 인간의 체면을 나타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심금
을 울리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어 ‘가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
지 않고 인간의 추상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므로 비신체어로 분류
하는 것이다.  
  아래에 위에서 제시한 비신체어 관용어 목록에서 비교적 주목할 만한 
관용어를 그 뜻과 예문을 함께 제시해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20)  가. ‘깨소금 맛이다’: 통쾌하다.
   잘난 체하며 뛰다가 넘어지는 꼴을 보니 참으로 깨소금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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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서광이 비치다’: 희망이 생기다.
           지금은 암담해도 노력하다 보면 서광이 비친다.

      다. ‘직성이 풀리다’: 소원이나 욕망이 이루어져 마음이 흡족하게 되  
                          다.

  그는 한번 의심이 나는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뿌리를 캐야만 직
         성이 풀린다.
      라. ‘체증이 뚫리다’: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과 분노가 사라지며 후련  
                         하고 통쾌하다                        

   그의 연설을 듣고 체증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마. ‘휘파람을 불다’: 일이 잘되어 기분을 내다.
   수출 시장의 판도가 변하면서 전자 쪽은 죽을 쑤고 있지만 조  

           선업은 휘파람을 불고 있다.

4.3 소결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한국어 ‘기쁨’표현의 관용어를 신체어와 비신
체어로 나누어 그 목록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모든 목록을 168개 항목
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신체어는 모두 123개 항목으로 예문으로 제시하
였고, 비신체어는 45개 항목으로 나타냈다.
  기존 논의에서 분류한 ‘기쁨’의 관용어 목록들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그 목록을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한 목록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10개 항
목들이다.
‘날 듯이 기뻐하다’, ‘눈을 깜빡거리다’, ‘눈이 즐겁다’, ‘덩실덩실 춤을 추
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싱글벙글 웃다’, ‘얼
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다’, ‘웃음을 띠다’, ‘희색이 만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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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의 환유 및 은유적 

해석

  본 장에서는 환유와 은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4장에서 제
시한 신체어와 비신체어 관용어 목록들이 환유나 은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4장에서 제시한 ‘기쁨’ 표
현 관용어 168개 항목에서 환유나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은유와 환유의 분류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5.1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의 환유적 해석

  본 절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기쁨 표현’ 관용어 목록들이 어떻게 환유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5.1.1에서는 환유에 대한 기본적
인 논의와 더불어 환유로 어떻게 ‘기쁨’ 표현 관용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5.1.2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기쁨’ 표현 관용어 목록에서 어떤 
항목들을 환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5.1.1 ‘기쁨’ 표현 관용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환유

  오예옥(2011:27)에서 환유를 임의의 한 개체를 그것과 관련되는 다른 
개체들을 통해 지시하는 인지적표현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환유는 한 영
역안의 개념들간의 인접성(contiguity)을 근거로 목표개념을 좀 더 확실하
게 표현방법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환유(metonymy)는 언어의 대치현상
으로 다루어지다가 Lakeoff & Johnson(1980)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즉 개념적 환유16)(conceptual metonymy)는 ‘신체적 경험을 바
탕으로 한 개체들 사이의 개념적 관계’라고 인식했다. 환유가 가능한 까닭
은 동일한 틀 안에 있는 ‘매체물(vehicle entity)’을 통해서 ‘목표물(target 
entity)’을 표현하는 것이다(임지룡 2006:23). 환유가 단순히 의미가 전이
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기능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 짓고 환유적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만든

16) 임지룡(2006:22)에서는 개념적 환유를 인접성 관계에 있는 하나의 개념 영역
에서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거나 그 역의 관계, 또한 원인이 결과를 지칭하거나 
그 역의 관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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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유적 개념을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Lakeoff & 
Johnson 1980).

(1) 가.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THE PART FOR THE WHOLE].
    나. 생산자로 생산품을 대신함[PRODUCER FOR PRODUCT].
    다. 사용되는 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함[OBJECT USED FOR USER].
    라.통제자로 피통제자를 대신함[CONTROLLER FOR CONTROLLED].
    마. 기관으로 책임자를 대신함[INSTITUTION FOR PEOPLE].
    바. 장소로 기관을 대신함[THE PLACE FOR THE INSTITUTION].
    사. 장소로 사건을 대신함[THE PLACE FOR THE EVENT].

  환유를 사용하는 동기는 환유적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표현에 비해 활
용성과 유연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임지룡 
2006:24). 신체내부와 외부 기관들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개념적 요소로 기
능하고 있다. 이는 인지언어학에서 신체화가 감정을 파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기쁨’이라는 감정
을 느끼면 많은 경우에 신체적 행동을 동반하여 표현된다. 이때 감정작용
과 신체적 증상은 인과관계, 인접성이 있으므로 환유로 표현된다. 예를 들
어 사람이 흥겨운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기쁘다고 판단하고 ‘기
쁨’이라는 감정을 대신해서 말한다. 인간은 일상적으로 언어표현을 환유적
으로 한다. 즉 너무 정확하게 말하려 하기보다는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
다면 대충 말하는 것이다(박진호 2016:383).  
  임지룡(2001:221)에서는 ‘기쁨’의 환유적 양상을 신체 부위별로 일어나
는 반응으로 간주하여 모두 13개의 부위에서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살펴
보았다17).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기쁨’ 표현을 환유로 간
주하였으나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대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
정이 어떻게 신체어에서 쓰이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관용어 구성 또한 따
로 분류하여 나타내지 못했다. 즉 관용어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이지 못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체어의 ‘기쁨’ 표현 관용어 목록에서 
환유적 분류를 전면적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7) 신체부위에서 반응 양상을 신체적 증상으로 간주하여 신체부위 ‘얼굴’, ‘눈’, 
‘귀’, ‘입’, ‘목’, ‘어깨’ 등 13개 부위에서 나타나는 모두 31가지 표현을 예문과 
더불어 나타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고의 4장에서 신체어 부분에서 대부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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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쁨’ 표현 관용어에 나타나는 환유적 양상

  ‘기쁨’ 표현 관용어의 환유적 양상은 대부분 신체어에서 나타난다. 감정
과 신체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그 근거는 인간은 언제나 신체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느끼는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환유적 양상을 ‘신체적 반
응으로 기쁨을 대신함’과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먼저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함’을 
살펴볼 것이다. 

1.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함’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신체는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신체적 반응을 
같이 표현한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외부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체내부
에서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 2장에서 제시했듯이, 본고에서 다루려는 
‘기쁨’의 하위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의 하위개념을 4장에서 제시한 신체어 관
용어 목록에서 뽑아서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대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66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가슴에 와 닿다’, ‘가슴에 파고들다’, ‘가슴을 뒤흔들다’,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적시다’, ‘가슴이 고동을 치다’, ‘가슴이 뛰다’,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울렁거리다’,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터지다’, ‘가슴이 트이
다’, ‘가슴이 후련하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뛰
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설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가슴이 흐뭇하다’, ‘가슴이 훈훈해지다’, ‘가슴이 시원하다’, ‘눈
동자가 생기를 띠다’, ‘눈이 즐겁다’, ‘눈에 웃음을 띠다’,  ‘눈을 깜빡거리
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다’, ‘얼굴에 생기가 떠돌다’, ‘얼굴에 웃음이 
나다’, ‘얼굴에 화색이 돌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다’, ‘얼굴에 활기
가 넘치다’, ‘코가 맹맹해지다’, ‘코가 벌름해지다’, ‘코끝이 찡하다’, ‘코웃
음을 치다’, ‘코허리가 시다’, ‘코허리가 시큰하다’, ‘코허리가 아리다’, ‘콧
날이 시큰해지다’, ‘콧날이 찡하다’, ‘콧등이 시큰거리다’, ‘콧날이 시큰해
지다’, ‘어깨가 으쓱해지다’, ‘어깨가 으쓱거리다’, ‘어깨가 으쓱으쓱하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다’, ‘어깨를 펴다’, ‘어깨춤을 추다’, ‘어깨춤이 나다’, 
‘어깨바람이 나다’, ‘입이 헤작해지다’, ‘입이 뻥긋뻥긋하다’, ‘입이 합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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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입이 찢어지다’, ‘입이 귀에 걸리다’, ‘배꼽을 빼다’, ‘배꼽이 빠지
다’, ‘허리가 끊어지다’, ‘허리가 부러지다’, ‘심장이 뛰다’, ‘심장이 터지
다’, ‘심장이 터질 듯하다’, ‘뱃속이 편하다’, ‘앓던 이가 빠지다’. 
 
2.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
  2장에서 감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루었는데 감정은 흔히 인간의 행
동으로 무슨 감정인지를 판단한다. 즉 어떠한 행동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특히 ‘기쁨’은 기본적인 감정에서 가장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목록은 신체어와 비신체어에 전체 목록에서 선
택해서 나타냈다. 왜냐하면 비신체어 목록 가운데에도 ‘흥겨운 행동’으로 
인간의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관
용어 목록 개수는 16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코웃음을 치다’, ‘콧노래가 나오다’, ‘콧노래를 부르다’, ‘어깨춤을 추다’, 
‘어깨춤이 나다’, ‘배꼽을 쥐다’, ‘배꼽을 잡다’, ‘허리를 잡다’, ‘손뼉을 치
다’, ‘배를 두드리다’, ‘무릎을 치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다’, ‘덩실덩실 춤
을 추다’, ‘싱글벙글 웃다’, ‘펄쩍 뛰다’, ‘휘파람을 불다’.

  특히 여기에서 제시하는 관용어 목록에서 한국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
징은 바로 ‘콧노래를 부르다’와 ‘어깨춤이 나다’와 같이 한국인들의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문화적인 요인으로 이러한 관용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춤과 노래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 ‘기쁨’을 나타내
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나 얼굴의 표정으로 된 관용어의 
예가 많다. 한국어에서처럼 춤과 노래에 대한 표현이 풍부하지 못하다. 특
히 한국어의 신체어에서도 ‘가슴’, ‘배꼽’, ‘허리’와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난
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서 ‘기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특성
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환유적 양상
을 살펴봤다. 주요하게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
신함’과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이다. ‘신체적 반응’에 속하는 관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속성으로 기인한다. 아래에 
표로 이 두 가지 환유적 양상을 보여주고, 다음 절에서는 은유적 양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 43 -

<표 3>
개념적 환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와 비신체어의 개수

5.2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의 은유적 해석

   본고에서 다루려는 ‘기쁨’의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관용어들은 흔히 은
유(metaphor)로 많이 나타난다. 은유는 세상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
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상상 등에 관한 체계들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인지 의미론적 언어사용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
어 그리고 시간과 공간표현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체계들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이다. 즉 은유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개념들을 유사성의 관점
에서 비유하는 인지적 표현 방법이다. 은유와 환유 모두 인간의 인지체계
에 영향을 미치고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표현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한 개념적 역할을 다른 개념적 역할로 이해하는 
인지과정으로 인지된다. 은유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개념적 은유는 인간 
사고의 자연적 일부이며, 언어적 은유는 인간 언어의 자연적 일부이다. 더
욱이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와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의 본성, 물리적 환경 
안에서 우리의 상호작용, 사회적·문화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다. 은유는 보
통 관습적이라고 이해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깊이 굳었다는 것을 뜻한다. 일상적으로 관습적인 생활언어
는 경험적이다. 일상적, 관습적 언어의 대부분은 은유적이며, 은유적 의미
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체화된 경험 안에서의 상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념적 환유 신체어 비신체어

1.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함’

66개 0개

2.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함’

12개 4개

합계:82개 78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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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인 은유적 사상에 의해 주어진다(노양진·나익주 2006:381). 관습적 
은유(conventional metaphor)는 일상 생활에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
에 그것이 은유라고 인식하기 힘든 은유로서 사은유(죽은 은유)라고 불리
기도 한다.  
  은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Lakoff & Johnson(1980)에서 시작되었
다. 이 논의에서는 주로 일상 언어 표현에 은유가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 
준다.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인 ‘근원
영역’에서부터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은유는 한 개념적 영역을 다른 개념
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지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A는 B이다’와 같
은 간단한 표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경험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목표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개로 사용되는 경험영역을 근원 영역(source domain)이라 한다. 하나
는 이해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인 개념(영역 A)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개념(영역 B)이다. 
  임지룡·윤희수(2009:45)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은 은유적으로 싸워야 
하는 물리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감정은 적이다’라는 개념적인 은유로 기
술하고 은유는 감정을 물리적 세계의 더 잘 알려진 영역 및 경험과 관련
시킴으로써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영역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밝혔다. 감정 언어의 사전적 정의는 모호하고 순환성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은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개념화하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2.1 ‘기쁨’ 표현 관용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개념적 은유는 그것이 행하는 인지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1980)이 제시한 구조적 은유(structual metaphor),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방위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가 개념적 은유의 기능에 의한 분류이다. 구조적 은유는 한 개
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경우이다. 구조적 은유에서
는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을 위해 비교적 풍부한 인지모형을 제공해준다. 구
조적 은유는 인지모형이 풍부하고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에 비교적 풍
부한 일련의 사상을 제공해 준다. 즉 구조적 은유의 인지적 기능은 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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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원영역의 인지모형에 의해 목표영역을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사물이다’, ‘시간은 이동이다’ 등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에 비해 목표영역 개념에 훨씬 빈약한 인
지구조를 제공하며, 주된 기능은 우리의 개념 구조에 목표영역 개념들의 
집합을 일관성 있게 개념화하는 것이다. 즉 사물, 물질, 그릇에 의해 우리
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이때 사물, 물질, 그릇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것
인지는 명확하게 서술되지는 않는다. 즉 목표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층위
가 아니라, 일반적인 층위에서 사물실체, 그릇으로 그 지위를 할당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마음은 액체가 담긴 그릇이다’등이다. 
  방위적 은유는 존재론적 은유보다 목표영역의 개념에 개념적 구조를 훨
씬 덜 제공한다. 방위적 은유의 인지적 기능은 목표영역의 개념들을 우리
의 개념적 체계에서 응집력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방위적 은유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또는 문화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
다. 방위적 은유라는 명칭은 이런 기능을 하는 대부분의 은유들이 ‘위-아
래, 앞-뒤, 중심-주변’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공간적 방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은유는 공간적 방향이 상호 관계 아래 
하나의 개념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 개념들(본고에서 다루려는 ‘기쁨’
의 감정표현도 포함)이 전체 체계를 조직하여 대부분이 위-아래, 앞-뒤 등
과 같은 주변의 공간구조와 관련된다. 이러한 은유적 위치는 물리적, 문화
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기쁨’을 개념적 은유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가. ‘기쁨’은 위이다.     
   나. 나는 우리나라가 우승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위에서 (2가)는 ‘기쁨’에 대한 개념적 은유이고 (2나)는 (2가)를 표현한 
예이다. 즉 ‘가슴이 벅차오르다’라는 ‘기쁨’의 감정 관용어로 ‘기쁨은 위이
다’라는 은유를 잘 표현했다. 또한 임지룡· 윤희수(2009)에서 물체가 우유
로 채워진 사발처럼 다른 물체나 물질로 채워질 빈 공간이 있다는 경험에 
근거하여 그릇도식을 도입하는데 이 또한 ‘기쁨’의 감정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행복에 잠겨있다’라는 표현은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행복으로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릇도식으로도 설명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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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

  본 절에서는 은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개념적 은유에 대해 포괄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본고의 4.1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쁨’표현
의 관용어 목록을 여러 선행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은유적으
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기준은 김향숙(2001), 오
예옥(2010), Song(2003), 임지룡(2001, 2008)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
행연구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본고에서는 새롭게 분류하여 나
타낼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가 학자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적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기존 논의에서 다루었던 ‘기쁨’표현의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했는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김향
숙(2001)에서 나왔던 ‘기쁨’에 대한 은유분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김향숙(2001)의 ‘기쁨’에 관한 은유 분류

  이 논의에서는 주요하게 한국어 ‘기쁨’의 의미를 ‘생명력, 축제, 희망’으
로 개념화 하고 ‘기쁨’의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82개의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신체어 항목이 
74개로 나타난다고 요약했다. 

  다음으로 오예옥(2010)의 ‘기쁨’에 대한 은유 분류의 논의를 보면 <표 

생명력 축제 희망

 ‘기쁨’은 충만한 
생명력이다.

 ‘기쁨’은 웃음이다. ‘기쁨’은 팽창이다.

‘기쁨’은 이완된 
생명력이다.

‘기쁨’은 춤과 노래이다. ‘기쁨’은 빛이다.

‘기쁨’은 고양된 
생명력이다.

 ‘기쁨’은 가득참이다. ‘기쁨’은 힘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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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다.

<표 5>
오예옥(2010)의 ‘기쁨’에 관한 은유 분류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 기쁨관용어의 은유적 형성과정을 개념체계들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
는가를 설명했다. 또한 ‘기쁨은 제스처’라는 개념적 은유를 설명하면서 한
국 사람들이 ‘기쁨’의 감정을 신체로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 Song(2003) 영어에서 나오는 은유분류에 대한 논의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쁨’은 가벼운 것이다(Happiness is light)
2. ‘기쁨’은 용기에 담긴 액체이다(Happiness is a fluid in a            
     container).
3. ‘기쁨’은 얼굴의 꽃이다(Happiness is a flower in the face). 
4. ‘기쁨’은 용기이다(Happiness is a container).
5. ‘기쁨’은 위다(Happiness is up).
6. ‘기쁨’은 땅위에 떠있다(Being happy is being off the ground).
7. ‘기쁨’은 가치 있는 대상이다(Happiness is a valuable object).
8. ‘기쁨’은 미친 것이다(Happiness is insanity).
9. ‘기쁨’은 자연 힘이다(Happiness is a natural force).
10. ‘기쁨’은 활기참이다(Happiness is vitality).
11. ‘기쁨’은 따뜻함이다(Happiness is warm).

제스처 느낌

‘기쁨’은 위쪽이다. ‘기쁨’은 감동이다.

‘기쁨’은 아래쪽이다. ‘기쁨’은 흥이다.

‘기쁨’은 바깥쪽이다.

‘기쁨’은 안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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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에 대한 은유적 양상을 다양하
게 제시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은유적 부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했
다. 예를 들면 ‘기쁨은 가벼움이다’와 ‘기쁨은 따뜻함이다’는 ‘기쁨’ 개념에
서 인간의 적극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쁨은 용기에 담은 액체
이다’라는 은유를 한국어와 영어를 대조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지룡(2001)에서 다루었던 ‘기쁨’의 개념화 양상에 대한 내
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기쁨’과 ‘슬픔’의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기쁨’에 대한 개념적 은유를 보겠다.

1. ‘기쁨’은 그릇속의 액체이다.
2. ‘기쁨’은 액체이다.
3. ‘기쁨’은 물체이다.
4. ‘기쁨’은 꽃이다.
5. ‘기쁨’은 불이다.
6. ‘기쁨’은 풍선이다.

  임지룡(2001)에서는 ‘기쁨’의 개념적 은유를 6가지로 분류하고 나타냈
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슬픔’의 대립을 보여주기 위해 ‘방향, 
무게, 밝기, 기력, 체온, 개폐’ 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루었다. 즉 
기쁨은 ‘방향’에서는 위로 나타나고, ‘무게’에서는 가벼움으로, ‘밝기’에서
는 밝음으로, ‘기력’에서는 활기참으로, ‘체온’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개
폐’에서는 열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기존 논의에 나왔던 ‘기쁨’ 표현의 개념적 은유를 살펴봤다. 오
예옥(2010)에서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냈었
으나 예문이 풍부하지 못하고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김향숙(2001)에서는 풍부한 관용어 목록과 예문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
만, 제시하는 ‘기쁨’의 상위개념의 분류가 모호하고 또한 상위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김향숙(2001)의 논의의 가장 
큰 한계점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분류이다. 예를 들면 ‘기쁨은 가득참’이
다라는 은유를 ‘기쁨은 축제이다’에 넣어서 설명했는데 이러한 설명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임지룡(2001, 2008)의 논의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구체적인 근원영역으로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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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예문이 대부분 문학작품에서만 나
타나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분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
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Song(2003)에서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기쁨’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연구대상은 한국어의 ‘기쁨’에 대한 관용어 목록이므로 이 논의에서의 분
류방법과 기준을 일정하게 참고했다.      
  본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그 경계와 기준을 정
하고 분류할 것이다. 즉 기존 논의에서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각
각의 내용이 가지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여 새롭게 ‘기쁨’을 나타내는 
관용어 목록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여 더 많은 은유적 표
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의 은유적 양상을 제시하는 
기준은 ‘기쁨’ 표현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즉 ‘기쁨’이라는 추상적인 감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속성을 제시하여 4장에서 나타냈던 관
용어 목록을 은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아래에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할 3가지 분류를 나타낼 것이다. 이 3가지 
분류 방법은 ‘기쁨’이라는 감정의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몸짓
방향’, ‘가벼움’, ‘밝음’으로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낼 것이
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기존의 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안
하여 ‘기쁨’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3가지의 서로 
중첩되지 않고 넓은 폭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런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기쁨’ 표현의 관용어를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과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3가지 분류로 구분한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기존의 논의에서는 한국어 ‘기쁨’의 관용어에서 나타
나는 은유적 양상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데 그칠뿐이어서 예문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은유적인 양상을 논함에 있어 적절한 
설명을 추구하고자 한다. 
 
1. ‘기쁨은 몸짓방향’
  이 분류 방법은 오예옥(20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위적 은유에서 
나타나는 방향으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본고에
서는 주요하게 ‘위’, ‘아래’, ‘바깥’으로 분류해서 제시할 것이다. 이 세가
지로 요약한 것은 바로 ‘기쁨’의 감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다
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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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쁨은 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하던 것을 이루면 벌떡 일어나 손을 위로 쳐들
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대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4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어깨가 올라가다’, ‘쌍수를 들다’, ‘마음이 부풀어 오
르다’.

② ‘기쁨은 아래’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소화기관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
다. 따라서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은 신체의 위쪽부분으로부터 아래쪽에 있
는 항문을 통해 소화, 흡수, 배설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용
어는 4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속이 뚫리다’, ‘속이 풀리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다’, ‘체증이 뚫리
다’.

③ ‘기쁨은 바깥’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가슴, 어깨, 허리, 입 등을 오그라지 않고 펴
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쁨을 표현한다. 여기에 대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12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가슴을 펴다’, ‘가슴이 열리다’, ‘다리를 펴고 자다’, ‘다리를 뻗고 자다’, 
‘두다리를 쭉 뻗다’, ‘어깨를 펴다’, ‘허리를 펴다’, ‘입이 벌어지다’, ‘입이 
함박꽃같이 벌어지다’, ‘입을 헤벌리다’, ‘입을 벌리다’, ‘기를 펴다’.

  일부 논의에서는 ‘기쁨은 안쪽이다’라는 은유적 분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오예옥(2010)의 논의에서는 ‘기쁨은 안쪽이다’라는 방위적 은유를 
‘손뼉을 치다’ 관용어로 나타내는데 근거는 바로 두 손이 안쪽으로 마주쳐
야 소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기 때
문이다. 안쪽이라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기쁨’의 대립적인 감정인 ‘슬픔’이
나 ‘우울’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슬픔은 안쪽이다’라는 방위적 은유로 인
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슬픔’을 나타난다. 감정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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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안쪽은 위축되고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감정을 나타낼 수 없다. 2장에서 다루었듯이 ‘기쁨’이라는 감
정은 내면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얼굴이나 신체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
다. 그러므로 ‘기쁨은 바깥쪽이다’에 해당하는 관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2. ‘기쁨은 가벼움’

  임지룡(2001)의 논의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다루었는데(‘기쁨’은 풍선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가벼움’이라는 특징은 주
요하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편안함’에서 기인하여 인간이 느끼는 ‘기쁨’ 표
현이다. 여기에 대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13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
는 아래와 같다.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가벼워지다’, ‘다리가 가뿐하다’, ‘다리가 거뿐하
다’, ‘속이 시원하다’, ‘발걸음이 가볍다’, ‘발길이 가볍다’, ‘머리가 가볍
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홀가분
하다’, ‘숨통이 트이다’.

 3. ‘기쁨은 밝음’

  본고에서는 ‘밝은 것’이라는 특징을 하나로 나타내는데 이유는 바로 ‘기
쁨’이라는 감정과 다른 ‘슬픔’, ‘우울’에서 나타나는 ‘어두움’이라는 특징과 
대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밝은 것’은 인간의 시각적인 표현으로 가끔은 
구체적이고 또한 추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제시할 관용어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히 ‘빛’이라는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특징이고 ‘눈이 빛나다’에서처럼 눈이 초롱초
롱한 모습으로 광채가 있다는 추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
한 관용어 목록 개수는 8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아래와 같다.

‘눈에서 광채가 나다’, ‘눈을 빛내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다’, ‘얼굴
이 빛나다’, ‘얼굴이 환해지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다’, ‘빛이 보이다’, 
‘서광이 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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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쁨’ 표현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의 세 가지 경
우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 제시한 ‘기쁨’ 표현 관용어 개수는 168개인데, 
이 중에서 신체어는 123개이고, 비신체어는 45개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41개가 개념적 은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개념적 은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와 비신체어의 개수

  이러한 분류방법은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었던 분류방법을 최대한 반영
하여 새롭게 제시했는데 3가지 분류방법은 개념적 환유의 분류방법과 일
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본고에서 다루었던 
‘흥겨운 행동이 기쁨을 대신한다’와 ‘기쁨은 몸짓 방향이다’는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즉 인간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면 몸짓으로 나타
내고 그 몸짓으로 흥이 있다는 감정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벼운 
것’은 무게에서 그리고 ‘밝은 것은’ 밝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한 개 개념과 
측면으로 파악해서 나타냈다. 즉 본고에서는 인간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보다 쉽게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의 한 개 측면을 집중적
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즉 ‘방향’, ‘무게’, ‘밝기’의 작은 한 개 측면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념적 은유 신체어 비신체어

1. ‘기쁨은 몸짓 방향’ 16개 4개

2. ‘기쁨은 가벼움’ 8개 5개

3. ‘기쁨은 밝음’ 6개 2개

합계:41개 30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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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이 장에서는 본고에서 4.1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으로 환유 및 은유적
으로 해석하는 접근 방법을 다루었다. 5.1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
어를 환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5.1.1에서는 환유에 대한 기본적인 논
의를 다루었고, 5.1.2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에서 개념적 환유
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밝혔다. ‘신체적 반응으로 기쁨을 대신한다’에서 나
타나는 관용어는 66개이고 ‘흥겨운 행동으로 기쁨을 대신한다’에서 나타나
는 관용어는 16개로, 개념적 환유로 해석할 수 있는 관용어는 모두 82개
로 나타났다. 
  5.2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 관용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5.2.1에서는 은유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다루었고, 5.2.2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에서 개념적 은유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밝혔다. ‘기쁨’
의 감정을 3가지 개념적 은유분류방법으로써 ‘기쁨’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적 속성을 나타내는 ‘몸짓방향’, ‘가벼움’, ‘밝음’이다. ‘기쁨은 몸짓방향이
다’에서 나타나는 관용어는 20개이고, ‘기쁨은 가벼움이다’에서 나타나는 
관용어는 13개이며 ‘기쁨은 밝음이다’에서 나타나는 관용어는 8개이다. 개
념적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 관용어는 모두 41개이다.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로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를 해석할 수 있는 
개수는 모두 123개이다. 그중 신체어는 108개이고, 비신체어 개수는 15개
이다. 신체어를 개념적 환유와 개념적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 개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는 신체적인 반응으로 인간의 
‘기쁨’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비신체어에 나타나는 관용
어를 개념적 은유로 많이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아래에 표로 개념적 은유 
및 개념적 환유로 해석할 수 있는 관용어 개수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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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용어 목록에서 개념적 환유 및 은유에서 나타나는 신체어와 비신체어 

개수

전체 관용어 개념적 환유 개념적 은유 기타

168개 82개 41개 45개

신체어 비신체어
신체
어

비신체어 신체어 비신체어 신체어 비신체어

123개 45개 78개 4개 30개 11개 15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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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의 관용어에 대한 은유적인 해석을 다루
었다. 먼저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의의와 한계점을 나타낼 것이다. 아래
에 본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목적 및 대상과 선행연구를 다루었다. 2장에서
는 ‘기쁨’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제시했다. 3장에서
는 관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했다. 4장에서는 한국어 ‘기쁨’ 표현의 
관용어 목록을 제시했다. 관용어 목록을 신체어와 비신체어로 나누었는데 
근거는 바로 신체화가 인지언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1에서는 먼저 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 
목록을 각각의 신체부위별로 제시했고 그 뜻과 예문을 다루었다. 4.2에서
는 비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 목록을 나타냈다. 관용어 목록은 ‘관용
어 사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기존논의와 필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
이다.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 항목 개수는 신체어 123개, 비신체어 45개
로 모두 168개를 제시했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의 ‘기쁨’ 
표현을 환유 및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5.1에서는 환유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과 ‘기쁨’ 표현이 어떻게 환유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
했고, 5.2에서는 은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쁨’ 표현이 어떻게 은유
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환유적인 양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관용어는 전체 관용어 168개 항목에서 82개이고 은유적인 양
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용어는 41개이다. 즉 전체 관용어 목록에서 개
념적 환유 및 개념적 은유로 설명할 수 있는 관용어의 개수는 123개이다. 
그 중 신체어는 전체 123개 가운데서 108개가 환유 및 은유로 해석이 가
능하고, 비신체어는 전체 45개 가운데서 15개가 환유 및 은유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의의는 ‘기쁨’ 표현의 감정에 대한 관용어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서 그 은유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기존 논의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대상
으로 한 것과는 달리 ‘기쁨’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다. 또한 4.1에서 수집
하고 정리한 목록들을 제시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해서 환유 및 
은유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남은 
문제와 한계점은 4장에서 제시한 신체어와 비신체어의 모든 관용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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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유와 환유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즉 환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기준
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설명이 못 한 항목이 45개나 된 것이다. 주요
하게는 비신체어에서 나타나는 ‘기쁨’ 표현의 관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분
류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후속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외국어에서 나타나는 ‘기쁨’ 표현의 관용어를 정리하고 환유 및 은유
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앞으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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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语中表达‘喜悦’的惯用语的语义研究

赵勤学

  本文的目的是全面分析韩国语中表达‘喜悦’的惯用语所体现的语义。在人
类日常生活中，惯用语和国家文化有着密切的联系。本文还以人类感情中的
积极概念之一的‘喜悦’出发，观察在惯用语中这类表达的表现形式。

  把表达‘喜悦’的惯用语作为研究对象，以换喻和隐喻的认知方式，按照自
己的想法去解释。认知语言学中换喻和隐喻是非常重要的概念，其中换喻根
据的是邻近性，而隐喻根据的是相似性。这段时间的研究大多是形成了情感
及惯用语的整体结构，但在专门研究表达‘喜悦’的必要性上提出了问题。

   本文的结构如下：第一章绪论是对整篇论文的概括。第二章是连同情感理
论介绍本文中设定的表达‘喜悦’的概念。第三章是观察本文的研究对象的惯
用语相关概念及其形式·句法特征和语义特征。第四章是以目录的形式介绍
表达‘喜悦’时体现的项目。本文介绍的项目大致分文人体语言和非人体语言
这两种形式。第五章是以换喻和隐喻的解释并观察第四章介绍的惯用语目录
列表。第六章是结论。

关键词：‘喜悦’表现，感情，惯用语，换喻，隐喻，样相。

学号：2011-2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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