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

엄순천(청주대)

1. 들어가는 말

전통언어학에 의하면 관용표현의 의미는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

니라 제3의 의미’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의미에서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

론할 수 없다. 또 은유를 통해 그 의미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었던 

관용표현조차 은유가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은유성을 잃고 사은유가 된 후 

관용표현으로 사용된다는 ‘사은유설’을 내세우면서 관용표현의 특징으로 

‘비합성성’과 ‘불투명성’을 들었다. 

‘눈길을 주다’, ‘눈이 많다’, ‘눈이 멀다’란 한국어 관용표현을 보자.  

‘눈’은 첫 번째 예문에서 ‘관심’, 두 번째 예문에서는 ‘시선’, 세 번째는 ‘판

단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 예문에서 ‘눈’의 의미는 모두 ‘눈’

의 기본의미인 ‘신체부위로서 눈’의 ‘기능’에 기초한 환유적 의미 확장에 

의한 것이다. 또 ‘눈’이 포함된 관용표현은 ‘관심을 갖는 것은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다’, ‘시선은 물건이다’, ‘판단력을 잃는 것은 시력을 잃는 것이

다’와 같은 개념적 은유에 기반을 둔 의미 확장의 결과이다. 즉 신체어 관

용표현의 생성에는 1단계에서는 환유적 의미 확장이 관여하고 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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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 관여한다. 그 결과 첫 번째 예문은 ‘누군가에게 관

심을 가지다’, 두 번째 예문은 ‘화자나 어떤 객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

다’, 세 번째 예문은 ‘누군가가 판단력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이로써 관용표현 구성요소들과 관용표현 전체 의미의 의미적 연결성

이 존재하며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전체 관용표현의 의미 구성에서 뚜렷한 

인지적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즉 관용표현의 의미는 언중의 은유적 

지식에 의해 동기 유발되고 관용표현의 구성요소들은 전체 관용표현의 의

미 해석에 기여한다. 

관용표현은 특정민족의 생활방식, 전통문화, 민족적 정서 등을 바탕으

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민족의 언어 습관과 정서 및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정민족 언중의 인지체계와 무의식적인 관

습적 심상에 의한 것이다. 관용표현의 생성 기제인 환유와 은유는 민족에 

따라 변별적이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비교는 민족 간 문화적 변별성, 해당 

민족 언중의 인지체계와 세계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에벤키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첫 번

째 목적은 향후 한국어 계통 규명을 위한 초석을 닦기 위해서 이다. 에벤

키어와 한국어는 같은 언어 계열인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언

어의 비교는 한국어와 에벤키어의 계통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벤키어와 한국어의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는 두 문화권의 동질성

과 이질성, 언중의 인지체계와 세계관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

다. 셋째, 절멸 위기에 처한 에벤키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

기 위해서이다. 현재 에벤키어의 주 사용자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며 

주로 일상생활과 순록 사육이나 사냥 등 경제활동을 할 때만 사용된다. 에

벤키어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거나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도 있지만 사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벤키어에 대한 보존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

문에서 한국어 예문은 Park, Kyubyong & Elliott, Michael(2013)에서, 에벤키

어 예문은 Варламова(1986)과 Болдырев(2000)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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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벤키어 관용표현 및 신체 관용표현의 특징

2.1. 에벤키어 관용표현의 특징

일반적으로 퉁구스어라 할 때 좁은 의미로 에벤키어를 가리킨다. 에벤

키어는 계통상 알타이어족 만주·퉁구스어파 북퉁구스어군에 속하며 사용 

지역은 러시아의 경우는 에벤키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동경 80도 예니세이

강으로부터 동경 130도 오호츠크해안 지역과 캄차트카 반도 및 사할린 섬

까지 그리고 북위 50도 지역에서 북위 70도까지의 지역이다.1) 에벤키어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관용표현이 풍부하게 

발달해 있는데 에벤키어 관용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벤키어의 관용표현은 자연을 의인화한 표현이 많다. 에벤키인들

은 아침이 되었음을 단순히 ‘Инэлчэ̄ 동이 텄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Ге̄а

н сэ̄че̄ 아침별이 죽었다’처럼 관용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비가 오면 ‘Ти

гдэллэн 비가 온다'로 표현하지만 비가 심하게 오면 ‘Буга соң 하늘이 운

다’ 혹은 ‘Буга дэлпэргэрэн 하늘이 열렸다'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둘째, 에벤키어 관용표현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존재하

다’, ‘살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 ‘бимӣ’는 ‘걸어가다’인 ‘ңӣ’나 일정한 속

도의 걸음걸이로 가다인 ‘гиркумӣ’로 대체된다. 이는 순록사육과 사냥이 

주업인 에벤키인의 의식 속에 삶이 육체적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다’가 에벤키어 관용표현으로는 ‘Сагданда

лаӣ ңэнэмӣ 아주 늙을 때까지 걸어가다’ 혹은 ‘Сагдандалаӣг иркумӣ 
늙을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다’로 표현된다. ‘몇 살입니까?’라는 질

문을 받으면 에벤키들은 보통은 먼저 ‘Горово бӣгиркум 많이 걸어 왔어

 1) 에벤키인은 중국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되는 오로첸어가 에벤키어에 

가깝다. 사실 중국에서 에벤키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언어는 솔론어를 가리키지

만 그 구성요소가 다양해서 언어 분류 측면에서 정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중
국 쪽 에벤키인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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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라고 말한 뒤 나이를 언급한다. 또는 나이를 언급하면서 ‘Д'апкунд'āр 

анңӣа гиркум 저는 80년 동안 걸어 왔어요’라고 말한다.2)

셋째, 에벤키어 담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짧고 간

결하면서 정확하다. 이의 영향으로 에벤키어 관용표현도 짧고 간결하면서 

정확하다. 에벤키인들은 긴 표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에벤키

어 자체의 특징에서 기인하는데 거의 모든 에벤키어 명사는 동사를 파생

시킬 수 있다. 물론 명사 파생동사가 일상적인 모든 언어생활에서 사용되

지는 않으며 관용표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동사도 있다. 예컨대 어른이 

되지 않은 남자아이에게 ‘Умун эчӣ сумурбурэ 너는 힘줄이 아직 단단

해 지지 않았다’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동사 ‘сумурбурэ’는 명

사 ‘суму 힘줄’에서 파생되었지만 이런 관용표현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 문장이 비문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문법 층

위의 특징으로 인해 에벤키어는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듬감

과 간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2.2. 신체어 관용표현의 특징 

신체는 인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현상, 사물을 이해하는데 기본적

인 준거 틀 역할을 한다. 어느 언어에서나 신체어는 의미 확장 정도가 높

으며 인간 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개념을 구조화하는데 생산적이다. 신체

어는 관용표현의 생성에 적극 참여한다. Пеклер(1967: 15)와 Райхште

йн(1980: 116)에 의하면 러시아어 관용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17개의 어휘 

가운데 8개가 눈, 손, 머리, 다리, 혀, 코, 귀, 심장 등의 신체어이며 영어 

관용표현에도 신체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로

는 hand, head, eye, face, arse (ass, butt), foot, nose, heart가 있다.3) 이처럼 

 2) Г. И. Варламова,  Фразеологизмы в эвенкийском языке. Новосибирск: На

ука, 1986. с.21.
 3) А. Блюм, Семан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соматиче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М..:А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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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어가 관용표현 생성에 적극 참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체어의 높은 

사용 빈도와 문화적 상징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체어는 은유적, 환유적 

의미 확장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관용표현 생성의 주

요한 풀(pool)이 된다. 지면의 한계 상 본 논문에서는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가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는 과정이나 그 기제를 상세히 다루기보

다는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을 비교하는데 그칠 것이다. 하

지만 특정 신체 부위만을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신체어 관용표

현 전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을 변별성

과 동질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

에벤키어 신체어4) 관용표현은 신체 내부부위보다 신체 외부부위의 생

산성이 더 높았다. 주로 발견된 신체 외부부위는 눈, 코, 입/입술, 혀, 목/목

구멍, 귀, 얼굴, 머리, 어깨, 등, 손/손가락, 발/발가락 등이었고 신체 내부

부위는 뇌, 심장, 배, 간 등이었으며 신체 구성 물질로는 피, 뼈, 근육과 힘

줄, 머리카락 등이었다. 한국어에서는 신체 외부부위는 눈, 코, 입, 혀, 목/

목구멍, 귀, 얼굴, 머리, 어깨, 등, 손/손가락, 발 등이, 신체 내부부위는 뇌, 

배, 간 등이, 신체 구성 물질은 피, 침, 눈물 등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에벤

키어와 한국어 모두 신체 외부부위에 대한 관용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Т-пресс, 2000. c.1; 재인용: 남혜현, ｢러시아어 신체어 Голова의 의미확장 연구｣, 
노어노문학제19권 제1호, 2007. 5쪽.

 4) 세계 대다수 언어에서 신체어는 발생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어휘군에 속하며 사용

측면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기초 어휘군에 속한다. 신체어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

라 다르지만 대개는 사람의 몸 부위를 지칭하는 어휘를 말하며 넓게는 외부부위와 

내부부위 그리고 신체 구성 물질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신체

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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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체외부부위 관용표현 

신체 외부부위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부에는 머리를 

중심으로 눈, 코, 입, 귀 등이 위치하며 중부에는 가슴, 배, 허리 등이 위치

해 있고 하부에는 손, 발, 팔, 다리 등이 위치해 있다.5) 에벤키어 관용표현

은 주로 신체 상부부위와 관련된 표현이 많았고 신체 하부부위와 관련된 

표현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신체 부위에 대한 관용 

표현이 골고루 발견되었다. 

3.1.1. 눈

눈은 가장 적극적인 감정표현이 가능한 신체부위다. 눈은 외부의 사물

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무언가를 외부로 내보는 기능도 

한다. 우리가 눈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

문이다. 또 대화를 나눌 때 대화상대방의 신체부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

는 곳이 눈이다. 눈의 사전적 정의는 ① 빛의 강약 및 파장을 받아들여 

뇌에 시각을 전달하는 감각기관 ②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③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 ④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시력 ⑤ 사물

에 대한 판단력 ⑥ 시선 등이다. 이중 ①이 기본의미이고 ②-⑥은 ①의 

은유적 확장으로 인한 파생의미이다.6)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

는 눈이 가진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분

석한 결과 아래의 표처럼 눈은 ‘눈으로 본 것이나 보는 것’, ‘생각이나 태

도’, ‘관심’, ‘능력이나 시력’, ‘판단력’, ‘시선’, ‘경계나 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5)  남혜 , 앞의 , 5쪽.

 6) 이하 각 신체기관의 정의는 동아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4;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1982; 겨레말 용례 사전, 한글문화 

연구회, 1996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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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7) 한국어

눈 으 로 
본 것

1. Ēхалкāн, се̄кāн о̄сā, энэ до̄дира, эн
э ичэрэ, о̄некэйэдиң. 눈과 귀가 있는
데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2. Ēхатпар эхӣӯичэрэ-се̄дӯин улгучэ̄э
лду, се̄дӣэр эхӣдӯдо̄дирэ – ңлэтпэр 
ңңӣэлду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는 귀에 고 말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보여줘라.
3. Ēха дагалā ичэвкӣ 모든 것을 금방 
이해할 수는 없다(눈은 가까운 것만 본다)
4. Бэйэ е̄адӯ экэл д'эрэдэрэ 눈앞에서 
귀찮게 아른거리지 마라
5. Ēха ичэрӣэ̄ д'алдā 문제의 본질을 파
악해라(눈으로 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
라)
6. Ēхав ичэтчэдэлэ̄ 살아 있는 동안(눈
으로 볼 때까지)  
7. Д'ӯ е̄ав мӯ арбадалāн соң 두 눈의 
눈물이 없어질 때까지 울다
8. Экэл бэйэ е̄алвāн хикилэ̄э 방해하
지 마라(사람의 눈은 세 개가 아니다)

1.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
년이다
2. 눈 가리고 아웅 
3. 눈앞이 캄캄하다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
다 
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6. 눈에 익다 
7. 눈을 감다 
8.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9. 눈을 붙이다 
10. 눈에 흙이 들어가다 
11. 눈 뜨고 볼 수 없다 
12. 눈코 뜰 새 없이 바쁘
다 
13. 눈도 깜짝 안 하다 
14. 눈 깜짝할 사이

생각
태도

9. Ēхатпӣайāвмӣ д'алвӣнэ̄ӣ– «элэк
ин» -гӯэл 눈으로 사랑하게 되고 생각
을 결정하면 좋아한다고 말해라. 
10. Ēхалбӣбэгӣэ̄ 뻔뻔한 사람이 되다
(눈이 얼어붙다)
11. Ēхалвӣбугаскāкӣэкэл о̄а 나쁜 행
동을 하지 마라(눈을 하늘로 향하지 마
라)

15. 눈 꼴 사납다
16. 눈을 뜨다 
17. 눈에 안 차다
18. 눈을 낮추다/ 높이다 
19. 눈이 맞다 
20. 눈이 뒤집히다 
21. 눈독을 들이다
22. 눈에 거슬리다
23. 눈에 밟히다
24. 눈에 선하다 
25. 한 눈을 팔다
26. 눈 밖에 나다
27. 눈살을 찌푸리다
28. 눈총을 주다/받다
29. 눈높이를 맞추다 
30. 눈에 든 가시 

관심

31. 눈길을 주다/모으다
32. 눈을 돌리다 
33. 눈을 피하다
34. 눈에 들다 



116  유럽사회문화 제12호

능력
시력

35. 눈에 불/쌍심지를 켜다 
36. 눈에서 불이 나다 
37. 눈에 뭐가 씌다 
38. 눈이 벌겋다 

판단력

12. Эмэр е̄ачӣ 형안의(날카로운 눈의)
13. Ēхайа āчин 현명하지 않은(눈이 
없는) 
14. Д'ӯ е̄атпӣичэткэл 자세히 보고 무
슨 일인지 잘 분별해라(두 눈으로 보라)

39.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40. 눈에 콩깍지가 씌다 
41. 눈이 멀다 
42. 눈이 삐다 
43. 눈을 뜨다
44. 눈 먼 사랑
45. 눈치가 발바닥이다

시선
46. 눈이 많다 
47. 눈치 밥을 먹다

경계
주의

15. Ēхалвӣаңчэ̄ 눈을 크게 뜨다.

48. 눈 씻고 보다
49. 눈을 의심하다 
50. 눈 뜨고 코 베어가다
51. 눈 뜬 장님

위의 예문을 통해 에벤키어 관용표현에서 눈은 ‘눈으로 본 것 또는 보는 

것’, ‘생각이나 태도’, ‘판단력’, ‘경계나 주의’의 의미를 가지고 관용표현 생

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눈은 ‘눈으로 본 것이나 보는 

것’, ‘생각이나 태도’, ‘관심’, ‘능력이나 시력’, ‘판단력’, ‘시선’, ‘경계나 주

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코

코는 얼굴 정 중앙에 돌출해 있으며 인간의 신체부위 중 가장 도드라져

서 보행할 때 가장 먼저 나가는 부위이다. 코의 사전적 의미는 ① 사람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호흡과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 ② 코의 점

막에서 분비되는 진득진득한 액체 ③ 새의 부리 ④ 주전자나 물병의 주둥

이 ⑤ 발이나 신발, 양말의 앞부분 ⑥ 뱃머리 ⑦ 바다로 나와 있는 육지의 

일부분, 갑이나 곶 등이다. 이중 ①이 기본 의미이고 ②-⑦은 기본의미에

 7) 에벤키어 번역에서 처음은 의역이고 괄호 안의 부분은 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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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방 향 
조 준 
기관

1. Оңӣд'улэ̄кӣхурурэн 어디로 가
야 할 지 방향을 못 잡다(자신의 
코를 앞으로 내밀다)

자존심

1. 코가 납작해지다
2 콧 가 높다/세다
3. 콧 를 꺾다
4. 콧 를 세우다
5. 큰 코 다친다

사람 2. Оңхуктычэ̄ 코앞에서 달아나다

6. 코끝도 안 보인다
7. 누구 코에 바르겠는가
8. 코가 빠지다
9. 코끝이 찡하다
10. 코를 박다

영향력
11. 코를 빠뜨리다
12. 코가 꿰이다 
13. 콧김이 세다

기타

14. 콧방귀를 뀌다
15. 코가 비뚤어지게
16. 코 묻은 돈
17. 엎어지면 코 닿을 데
18. 내 코가 석자

서 파생된 의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코가 가진 의미를 온

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코의 의미를 다시 분

석한 결과 코는 신체적 특성이나 기능에 근거하여 ‘방향조준기관’, ‘자존

심’, ‘사람’, ‘영향력’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코의 특성 상 사냥과 순록 사육이 생업인 에벤키어에서 코는 ‘‘방

향 조준기관’이나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는 반면 

이미 오래 전부터 경쟁사회에 익숙해진 한국어에서 ‘코’는 ’자존심’, ‘사

람’, ‘영향력’ 등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여한다. 

3.1.3. 입/ 입술

인간에게 입의 중요성은 ‘사회적 동물’로서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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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사람
1. 입이 많다
2.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
인다

입장
태도

3. 입을 맞추다
4. 입을 모으다 
5. 입을 씻다

화행

1. Амңвӣ умнэ̄э̄ аңрӣ 사물의 본질만 말하
는 사람(입을 딱 한번만 여는 사람)
2. Амңвӣаңчад'арӣэрэгэмэ(бэйэмӣ 입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3. Амңвӣу мнэ̄э̄ аңчарӣтар бэйэ 말이 
적은 사람(입을 딱 한번만 여는 사람)
4. Амңйа āчин 말이 없는 사람(입이 없는 
사람)  
5. Амңвӣаңдā 쓸데없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을 크게 여는 사람) 
6. Эмучӣбого 말이 많은 사람(입술이 많은 
사람)
7. Сӣамңдӯ эхӣбатта бэйэ бихим (나는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나는 네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8. Мэ̄ни хэмунңӯмӣбобород'оно 자신에 

해 스스로 불평하다(입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다)

6.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7.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8.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9. 입만 아프다
10. 입이 도끼 날 같다
11. 입에 침이 마르도록
12. 입이 떨어지다 
13. 입에 곰팡이가 슬다
14. 입에 담다
15. 입에 다
16. 입에 꿀을 바른 말
17. 입에 자물쇠를 채우다
18. 입에 재갈을 물리다
19. 입을 열다/닫다
20. 입이 가볍다/무겁다
21. 입을 놀리다
22. 입을 떼다
23. 입을 막다
24. 입이 간지럽다
25. 입이 더럽다

‘화행’과 ‘자연적 동물’로서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섭취’의 기능

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입은 입술에서 후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입의 사전적 정의는 ①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리를 내는 기관 ② 사람이나 

식구 ③ 사람이 하는 말 등으로 ①이 기본의미이고 ②와 ③은 파생의미다. 

에벤키어 입은 입, 입술, 혀의 세 부위로 나누어져서 관용표현 생성에 참

가하는데 주로 ‘화행’이나 ‘생계’의 의미와 관련 있으며 한국어 관용표현

에서 입은 ‘사람’, ‘입장이나 태도’, ‘화행’, ‘생계’, ‘식성’, ‘감정’, ‘영향력’ 

등으로 의미가 세분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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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이 거칠다
27. 입만 살다
28. 입바른 소리
29. 입 밖에 내다
30. 입방아를 찧다
31. 입방아에 오르다

생계

9. Амңвӣбакатӣӣ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
하다(입을 찾다)
10. Амңвӣ иргидэ̄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
다(입을 양육하다)
11. Амңвӣбакатӣэ бидэ̄тар айа 자립적으
로 사는 것이 좋다(입이 살아가는 법을 찾아
라)
12. Амңвӣиргинэ бидэ̄нāд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자신의 입을 스스로 교육시
키다)
13. Амңвӣэтэ̄ бакатӣа гунинды до̄ 내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 할 거 같다는 
말이니(내가 내 입을 못 찾을 거라고 말하는 
거니?)

32. 입에 거미줄 치다
33. 입에 풀칠하다

식성
34. 입이 궁금하다
35. 입이 심심하다 
36. 입이 짧다

감정

37.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
다
38. 입이 딱 벌어지다
39. 입을 벌리다
40. 입술을 깨물다
41. 입에 (게)거품을 물다

영향력
42. 입김을 넣다
43. 입김이 세다

전반적으로 에벤키어 관용표현에서 ‘입’은 ‘생계’나 ‘화행’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입’은 ‘화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4. 혀

혀는 ‘화행’과 ‘식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입안 아래쪽에 붙어 맛을 구별하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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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화행

1. Ӣнӣ айат хавалд'аран-котогочӣ эмэр! 네 혀
는 날카로운 칼처럼 일을 잘 한다
2. Инңӣӣайат хавалд'анин 말은 잘하지만 단지 
혀로 떠드는 것뿐이다(혀로만 일을 잘 한다)
3. Инңӣӣд'айакал 조용히 해가(네 혀를 숨겨라)
4. Инңӣӣуйкэл 혀를 제지해라(혀를 묶어두라)
5. Инңӣӣ со 자유롭게 말한다(혀로 일을 잘 한다)
6. Экэл иннӣпӣто ктор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혀로 자르지 마라)
7. Инңӣвӣ нимэңэ̄ 당황하다(혀를 삼키다)

1. 혀를 놀
리다

감정

2. 혀를 내
두르다
3. 혀를 차
다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신체기관
1. Билгав д'алупан 실컷 
먹었다(목까지 찼다)

1.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2.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하며 발음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혀와 관련된 관용표현은 한국어보다 에벤키어가 더 발달해 있는데 에

벤키어에서 ‘혀’는 ‘화행’의 의미를 가지고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한다면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혀’는 감정 표현의 수단이다.

3.1.5. 목/ 목구멍

목이 막히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고 음식물 섭취와 발음에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목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이다. 목의 사전적 정의

는 ① 신체 상위부위와 중간 및 하위 부위를 이어주는 잘록한 부분 ② 목 

안이나 목구멍 ③ 어떤 물건에서 목처럼 생긴 부분 ④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 ⑤ 직책, 목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①이 기본의미이고 ②-⑤는 파생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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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3. 목에 칼이 들어와도
4. 목을 매다
5.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6. 목을 놓다

자존심
2. Билгаӣэтэ̄ кāиврэ 침묵
하지 않을 것이다(내 목을 
닫지 않을 것이다)

7. 목소리가 크다
8. 목에 핏 를 세우다
9. 목에 힘을 주다
10. 목에 힘이 들어가다

직위 11. 목을 자르다/잘리다

생계
12. 목구멍에 풀칠하다
13. 목구멍이 포도청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화행
1. Се̄дӯӣсе̄āлāкал 기억하고 이해해라(귀에 귀
걸이를 달아라)
2. Се̄а āчин 말을 잘 안 듣는(귀가 없는)
3. Се̄ калакад'ин до̄димӣ 잘 듣고 곰곰이 생

1.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2. 귀가 가렵다
3. 귀가 닳다

한국어는 목과 관련된 관용표현이 제법 발견되고 있으나 에벤키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목은 ‘생계’, ‘생명’, ‘자존심’, 

‘직위’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3.1.6. 귀

귀는 인간이 출생할 때 타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체 부위이다. 귀

의 사전적 정의는 ①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양옆으로 볼록 드러난 부분 ② 청각기관 ③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

력이나 가려듣는 능력, 혹은 남 말을 받아들이는 경향 ④ 집기류의 귀 ⑤ 

그릇 류의 손잡이 ⑥ 바늘의 귀 ⑦ 식물의 명칭 등으로 ①과 ②가 기본 의

미이고 ③-⑦은 파생의미다. 귀는 주로 외부의 자극 특히 소리와 관계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듣는 기능'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기관

이기 때문에 입과는 달리 ‘순종적, 굴종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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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봐라(귀의 반쪽으로 듣다) 
4. Се̄ мудāңин се̄дāд'аң 자세히 들어라(귀 언
저리로 들어라) 
5. Се̄ин тэкэмэдӯ иктэмӣ 정확하게 일격을 
가하다(귀의 바닥을 때리다)
6. Се̄дӯӣ силдкал 주의 깊게 들어라(귀에 구
멍을 뚫어라)
7. Д'ӯ бāргӯсе̄дӣи дуливкэл 잘 이해해라(두 
귀끼리 서로 보충해줘라)
8. Д'ӯ се̄дӯэр силдикалду, кэң̄эр до̄ӯ до̄ди
калду, иргэлэ̄эр ӣтэвкэлду 내 말을 잘 들어
라(두 귀에 구멍을 뚫어서 등 안으로 듣고, 자세
히 들어서 뇌 속으로 가져가라) 
9. Калтака се̄мӣхэргискӣдо̄чатна, калтака 
се̄мӣугискӣдо̄чатна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들
어라(귀 반쪽으로는 말을 듣고 귀 반쪽으로는 
위를 들어라)
10. Се̄дӣи айат до̄дикэл, иргэдӯи айат к
атāкал, до̄āви до̄чаткэл 주의 깊게 들어라(귀
로 잘 들어서 뇌 속에 잠가두고 내면에서 주의 
깊게 들어라)

4. 귀가 따갑다
5. 귀가 얇다
6. 귀를 의심하다
7. 귀에 거슬린다
8. 귀에 못이 박히다
9. 귀에 익다
10. 귓가에 맴돌다
11. 귓등으로 듣다
12. 귓전을 때리다
13. 귓전을 울리다
14. 귀가 뚫리다

신체
부위

 

15. 귀가 빠지다
16. 귀 막고 방울 도
둑질 한다
17. 귀에 걸면 귀고
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는 에벤키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주로 '화행' 특히 ‘듣는 행위’와 관련

된 관용표현 생성에 관여한다. 

3.1.7. 얼굴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부위이자 내면의 감정과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이다. 얼굴의 사전적 정의는 ① 눈이나 코, 입이 있는 머

리의 앞면 ② 심리상태가 나타난 표정 ③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 ④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름 ⑤ 어떤 사람의 본질이나 진면목을 잘 

드러내는 대상 ⑥ 평판이나 체면 ⑦ 어떤 사람의 모습/ 등장 ⑧ 능력 등으

로 ①이 기본의미이고 ②-⑧은 파생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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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사람의 본
질

1. Дэрэйэ āчин 야심이 없는 사람
(얼굴이 없는) 
2. Дэрэдӯ ңӯиктэ балдичā 파렴치
한이 되었다(네 얼굴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1. 얼굴에 철판을 
깔다

평판
체면

3. Дэрэвэс йапчӯиңв 너를 혼내 줄 것
이다(네 얼굴을 완전히 갈겨줄 것이다)
4. Дэрэвэс коңиң̄ 너를 벌할 것이다(네 
얼굴을 칠 것이다)
5. Дэрэвэс сукчадиң̄ 너를 혼내주고 경
멸할 것이다(네 얼굴을 부숴버릴 것이다)
6. Дэрэвэс оңо̄д‘о̄в 본 떼를 보여주겠다
(네 얼굴을 꿰맬 것이다)
7. Д'ӯр ханңатпӣ дэрэвӣ каптаксā 머
리를 위로 하여 넘어지다(두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다)

2. 얼굴에 똥칠/먹칠
하다
3. 얼굴/낯을 들지 
못하다
4. 얼굴/낯이 간지럽
다
5. 얼굴/낯이 두껍다

사람
모습

6. 얼굴을 내밀다
7. 얼굴이 팔리다

감정
8. 얼굴을 붉히다
9. 얼굴이 반쪽이 
되다

에벤키어에서 얼굴은 ‘사람의 본질’이나 ‘평판’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

성에 참가한다면 한국어에서 얼굴은 ‘평판’이나 ‘사람’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는 한편 감정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 

3.1.8. 머리

 

머리는 신체의 가장 윗부분으로서 인간의 생명, 인지, 이성적 지적 능력 

등을 주관하는 뇌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다. 머리와 몸은 아주 명확한 

양극성을 가지고 있다. 머리는 신체기관들 중 가장 상위기관이며 우리는 

머리를 이용해서 몸의 우두머리가 된다. 머리는 위를 대표하고 몸은 아래

를 나타내며 우리는 머리를 지성, 이성,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생

각하고 몸은 그 반대의 개념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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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신체
기관

1. Бӣдидӯ бэгин āчин 나의 주인은 
나다(내 머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
다)
2. Дилдуктин халгантин дугэ̄эк
лэ̄ хэргискӣтиктивнэ ичэттэн 자
세히 바라보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래로,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위로 
바라보다)

1. 머리에 털 나고
2.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3. 머리를 깎다
4.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5.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6.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
가 낫다

기억

3. Дилдӯӣ нэ̄чэдэ̄эктэмӣ 기억하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4. дилдӯӣ д'авамӣ 기억하다(머릿속
에 잡아두다)
5. Дилдӯӣ нэ̄чэдэ 기억하다(머릿속
에 자리 잡고 있다)
6. Дилдӯи лапкимӣ 영원히 기억하
다(머릿속에 박아두다)

7. 머리에 맴돌다

사 고 력 
판단력

7. Дилдӯи бэгинэ āчин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머릿속에 책임자가 없다)

8. 머리가 굳다/잘 돌아가
다

생각 사
고

8. Бӣдилвав бучӣсā 나를 질책한 
뒤(내 머리를 바싹 말린 뒤)
9. Нуңан-мит мет̄ая āчин 양심이 
없는 사람(머리에 가죽이 없는 사람) 
10. Дилвӣэтэ̄ бӯэ синдӯ 거짓말 하
지 마라(머리를 네게 넘겨주지 않겠
다) 

9. 머리가 비다
10. 머리를 스치다
11. 머리를 식히다
12. 머리가 복잡하다
13. 머리가 커지다
14. 머리가 가볍다/무겁다
15. 머리에 들어가다/들어
오다
16. 머리에 떠오르다
17. 머리에 새겨 넣다
18. 머릿속에 그리다
19. 머리에 그려 넣다
20. 머리에 넣다

지혜
11. Дилдӯӣх нāвдэ̄ 공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내다(자신의 머리에서 꺼

21. 머리를 쓰다
22. 머리 회전이 빠르다 

머리의 사전적 정의는 ① 신체의 가장 상부이자 전면에 위치한 부분으

로 뇌를 감싸고 있는 부분 ② 동물의 수를 세는 단위 ③ 머리카락 ⑤ 사고

력, 판단력 등 지적인 능력 ④ 일이나 사물 등의 앞이나 윗부분 ⑥ 지도자, 

우두머리 ⑦ 영리한 사람 ⑧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⑨ 음표의 희거나 검

은 둥근 부분 등이고 ①이 기본의미이고 ②-⑧은 파생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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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보충하다)
23. 머리를 굴리다
24. 머리를 모으다
25. 머리를 싸매다
26. 머리가 굵어지다

승부

12. Дилвас бучӣ'в 혼내 주겠다(네 
머리를 말려버리겠다)
13. Дилвас хогд'āв 혼내 주겠다(네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14. Дилвӣ бӯмӣ 실패하다(머리를 넘
겨주다) 
15. Дилбӣ бӯдэ̄̄ 중요한 일에서 패하
다(머리를 내놓다)

27. 머리를 굽히다
28. 머리를 숙이다/들다

기타
16. Аракӣдӯ нуңан дилвӣ бӯчэ̄ 술
을 끊다(알코올에 머리를 넘겨주다)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자신감
1. 어깨를 펴다
2.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3. 어깨가 움츠러들다

책임감 4. 어깨가 가볍다/무겁다

에벤키어와 한국어에서 ‘머리’는 기억’, ‘사고력’, ‘판단력’, ‘지혜’, ‘승

부’ 등 다양한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한다.

  

3.1.9. 어깨

어깨의 사전적 정의는 ① 팔과 몸통이 이어지는 곳에서 목 아래에 이르

는 등 위의 넓은 부위 ② 옷의 소매와 깃 사이 ③ 짐승의 앞다리나 새 날

개의 윗부분 ④ 폭력배나 불량배로 ①이 기본의미고 ②-④는 파생의미다. 

어깨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넓은 부위로 몸통의 가장 윗부분에 있

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나타낸다. 또 어깨는 몸에 붙은 관절의 

윗부분으로 팔을 움직여서 짐을 지고 나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을 연상시킨다. 에벤키어에는 어깨 관용표현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 어깨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용표현 생성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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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

Мӣэ мӣэдуккэр д'авалдира 
강하게 잡다(어깨와 어깨를 붙
잡다) 

5. 어깨 너머로 배우다
6. 어깨를 겨루다
7.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책임감
1. 등골이 빠지다 
2. 등이 휘다 
3. 등골을 빼먹다

감정
4. 등골이 서늘하다
5. 등골이 오싹하다 
6. 등을 돌리다

강요  7. 등에 업다
8. 등을 떠밀다

인지
1. Кэң̄пӣдā сāдиң̄ 눈 감고도 알 
수 있다(등으로도 알 수 있다)

 

3.1.10. 등

등의 사  정의는 ① 사람의 몸에서 가슴과 배의 반  쪽 신체부  

② 물건의 쪽이나 뒤쪽 부분으로 ①이 기본의미고 ②는 생의미다. 이

러한 사  정의 외에 등은 사람의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심을 잡아주는 신체 부 이기 때문에 책임감의 의미를 연상시킨다. 

등 관용표현은 에벤키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어에서는 

주로 ‘책임감’, ‘감정표현’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한다.

3.1.11. 손/손가락, 발/발가락

손의 사전적 의미는 ① 손바닥, 손등,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

의 팔에 달려서 무언가를 잡거나 만지는 데 쓰이는 부분 ② 일손이나 품 

③ 어떤 목적하는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노력, 능력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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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손가락

제한
1. 손가락에 꼽히다/손가
락을 꼽다

수단
2. 손가락 하나 까딱 않
다

지시 3. 손가락질을 하다

기타
4. 손가락에 장을 지지
다
5. 손가락을 빨다

손

능력

1. Ңлайа āчин 수공
업적 능력이 없는(손이 
없는)
2. Ңладӯӣд'авӯамӣ сā
д'ав 자신의 능력을 아
는(손에 쥔 뒤)

6. 손에 익다
7. 손(끝)이 맵다

소유 8. 손에 들어가다/넣다

도움

9. 손을 벌리다
10. 손을 들다/ 들어주다
11 손을 쓰다
12. 손을 내밀다
13. 손이 가다
14. 손을 놓다
15. 손을 보다

소유나 권력의 범위 ⑤ 어떤 대상을 마음대로 다루는 수완이나 꾀 ⑥ 손

가락 ⑦ 식물에서 줄기를 지탱하게 하는 가는 덩굴 등으로 ①이 기본의미

고 ②-⑦은 파생의미다. 

발의 사전적 정의는 ① 발등과 발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 다리 

맨 끝의 편평한 부분 ② 다리를 번갈아 옮겨 걷는 동작 ③ 물건의 밑에서 

그것을 받치는 짧고 편평한 부분 등으로 ①이 기본의미고 ②와 ③은 파생

의미다. 손 발 관용표현은 에벤키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발달되어 있는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에벤키어에서 손은 주로 수공업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한국어에서 손은 소유나 관계의 의미와 관련이 있

다. 한국어에서는 손, 손가락, 손등 등 손의 모든 부위가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는 반면 에벤키어에서는 손 발 그 자체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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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16. 손이 열 개라도 모자
란다
17.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다
18. 손도 안 고 코 풀다
19. 손에 잡히지 않다

참가
관여

3. Ңлабӣнэ̄чэд'энэ 아
무 것도 하지 않는(손을 
올려놓고)

20. 손을 떼다/손을 털다
21. 손을 다/뻗치다
22. 손을 씻다
23. 손을 잡다

마음
4. Эхӣ мултуврэ д'а
лвӣ 완강한(손에서 생
각을 놓지 않는)

24. 손이 작다/크다

기타

25.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26.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다
27.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28. 손뼉도 마주쳐야 소
리가 난다
29. 손톱도 안 들어간다
30. 손에 땀을 쥐다

발
신 체
기관/
사람

1. Д'ӯр халгалкāндӯ 
д'улэвӣ экэл бӯэ, д'у
р ңалалкэ̄нмэ экэл у
хуннарда 두발 달린 사
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두 손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2. Д'ӯр халгалкāн, д'у
лāкин дэрэдкэ̄ урāңка
й эвэнкӣ бивкӣ-вет̄ 
진실한 사람이 있다(민
낯에 두 발의 우랸카이 
에벤키가 있기는 있다)
3. Тэкэндукин дугэ̄э̄, 
халгандукин дилмāт
ӯ, бутуннувэ улгучэ̄э̄
чэчэ̄ 많이 이야기 했다
(뿌리부터 정수리까지,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모
든 것에 해 충분히 이
야기 했다) 

1. 발이 떨어지지 않다
2. 발에 차이다
3. 발등에 불이 떨어지
다/발등의 불을 끄다
4. 발 디딜 틈이 없다
5. 발을 맞추다
6. 발을 뻗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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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4. Талā бэйэ халганин 
эчэ̄тӯэ 이에 해 알려진 
것이 없다(사람의 발이 닿
은 적이 없다)

7. 발이 닳다

활 동 
범위/
참가

8. 발을 빼다/발을 끊다
9. 발을 들여놓다
10. 발로 뛰다
11. 발을 붙이다
12. 발이 넓다
13. 발 벗고 나서다
14. 발바닥에 불이 나다

제한/
제재

15. 발목을 잡다/잡히다
16. 발을 묶다

능력

5. Д'ӯр халгалкāн нуңд'у
лэвэ̄ этэ̄н гада 아무도 그
를 이길 수 없다(두발 달린 
사람이 그의 앞을 잡을 수 
없다)
6. Халгардулāн ихививдā 
자립적이 될 때까지 교육시
켜라(그 사람의 발로 데리고 
가라)

17. 발로 쓰다
18. 발뒤꿈치도 못 따라 
간다

기타

19. 발을 구르다
20. 발톱을 숨기다
21.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22.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
23. 도둑이 제 발 저린다
24. 언 발에 오줌 누기

손발
Ңлэ-халган эвӣин 스
포츠 경기(손발 놀이)

1. 손발을 맞추다
2. 손발이 따로 놀다/맞다
3. 손발이 오그라들다
4.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손가락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시할 때 또는 셈을 할 때 이용하는 수단으

로 10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에서 손가락은 ‘제

한’, ‘수단’, ‘지시’ 등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여하며 에벤키어에서

는 ‘능력’, ‘소유’, ‘도움’. ‘수단’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여한다. 발은 

인간의 직립보행을 가능케 해주는 기관이며 이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에벤키어 관용표현에서 발은 발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자립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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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기억

1. Иргэдӯ нāкчэдэ̄(иргэдӯ д'авӯэдэ̄) 
기억하다(뇌 속에 보관하다)
2. Иргэдӯ лапкимӣ 기억하다(뇌 속에 
끼워두다)
3. Иргэдӯ āхэктэдэ ̄ 기억하다(뇌 속에 
넣어두다)
4. Иргэлэ ̄и ӣтэвдэ̄ 기억하다(뇌 속으로 
가지고 오다)
5. До̄алāви до̄дикал, иргэлэ ̄и ӣкэл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내면으로 자세
히 들은 뒤 기억 속으로 가져가라) 

1. 뇌리를 스치다 
2. 뇌리에 박히다
3. 뇌리에서 사라지
다

판단력
4. 두뇌 회전이 빠
르다

사람
6. Иргэиӣэтэ̄ бӯэ, д'ӯдук ге ̄бигин! 양
보하지 않겠다(내 머리를 내어주지 않으
면, 둘 중 하나만 남게 되겠지!)

와 관련이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주로 ‘활동범위’나 ‘어떤 사건에 참가’ 등

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3.2. 신체내부 부위 관용표현

3.2.1. 뇌

뇌는 생명활동과 운동, 감각, 이해, 기억, 판단력, 호흡, 감정, 균형, 언어, 

학습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관장한다. 뇌의 사전적 정의는 ① 두개골 안

에 있는 회백색의 물질 ② 머리 ③ 마음, 중심이며 ①이 기본의미고 ②와 

③은 파생의미다. 즉 뇌는 두개골 안에 있는 회백색의 물질로 중추신경계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정한 다수의 신경세포가 집합하여 온몸의 신경을 

지배하는 신체부위다.   

에벤키어에서 뇌는 주로 ‘기억’과 관련된 관용표현의 생성에 참가하는

데 ‘기억’은 ‘신정보 수용’과 ‘보존’ 그리고 ‘보존된 정보의 재생’이라는 세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ㆍ엄순천  131

의미 에벤키어

이성 1. Ме̄āнмӣ мэдэрэн 이해하고 느끼고 추측했다(심장이 이해했다)

감정

2. Ме̄āнин эчэ̄бативрэ 참지 않았다(그의 심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
3. Ме̄āнмӣсэвэрӣ'эрэн 무언가로 인해 불안한(내 심장이 거칠어졌다)
4. Ме̄āнив курбуллэн 흥분하다, 불안해하다(내 심장이 움직인다) 
5. Ме̄āн бэйэ 원한이 깊은 사람 집념이 강한 사람(심장이 있는 사람)
6. Ме̄āндӣи-хāкиндӣи д'алдāчамӣ 온 마음으로 원하다(자신의 심장과 간으로 
생각하다)
7. ме̄āнди сāдā 느끼다 추측하다(자신의 심장으로 알아내다)
8. Ме̄āнмӣдэлпэргэрэн 매우 놀라다(심장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다) 

단계를 거친다. 신정보 수용은 눈과 귀의 작용이고 보존과 재생은 뇌의 기

능이다. 에벤키어 1-3번 예문은 모두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 예문이 지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1번 예

문은 ‘단지 잊지 않는 것’이고 2번 예문은 ‘기억에 남는 것’ 혹은 ‘외우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3번 예문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뇌’는 주로 ‘기억’의 의미로 관용표현의 생성에 관여한다. 한국어 관용표

현에서는 뇌보다 뇌리라는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뇌리는 사람의 의

식이나 기억, 사고 따위가 작용하거나 이루어지는 뇌의 특정 영역이다. 

3.2.2. 심장

인간은 위쪽에 있는 머리와 아래쪽에 있는 심장이라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성과 감정의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심장은 지적

인 노력이나 의지로 조종할 수 없는 중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즉 심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가리키는 바로 그곳에 놓여있다. 그래서 심

장은 감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심장의 사전적 정의는 ① 순환계통

의 중추기관 ② 사물의 중심 ③ 마음이다. 심장 관용표현은 에벤키어에서

만 발견되었으며 한국어에서는 심장 대신 가슴 관용표현이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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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Ме̄āнин бучэ̄ 매우 놀라다(심장이 죽다)
10. Ме̄āнин йолдоргочо ̄매우 놀라다(심장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다) 
11. Бэйэ ме̄анин бутунну чӯивнан 괴로움에 지쳤다(심장이 녹아 없어졌다)
12. Ме̄āндӣи, хāкиндӣи д'алдāрӣд'алдāксā, «айа», гукэл 원한다면 «좋다»
라고 말해라(네 심장과 간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 «좋다»라고 말해라)
13. Ме̄āндӣи бимӣамңн эмэрэн 심장이 공포로 오그라들었다(심장이 입에 와 
닿았다) 
14. Ме̄āнив кэң̄э̄намараран 극심한 놀람(심장이 등에 가서 붙었다) 
15. Ме̄āндӣи бимӣамңн эмэрэн, эмңкэң тӣэ̄дэ̄, ңд'алин урумӯдэн 
극심한 분노 상황(그의 심장이 입까지 왔고 등이 내려앉았으며 생각이 짧아졌다) 

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만족감
감정 

1. 배가 부르다/배부른 
소리 한다
2. 배꼽이 빠지다
3. 배꼽을 쥐다

속마음

1. До̄дӯвӣ д'алпдāчадā 자신에 해 생각
하다, 기억하다(자신의 배 속에서 생각하다)
2. До̄дӯвӣ иңэмӯхинчэд‘энэ 남의 재액을 
기뻐하다(자신의 배 속에서 웃는다) 
3. Урин до̄ бутунну кулӣ 교활한 사람
(그의 배는 벌레가 먹었다)

4. 배가 아프다

기타 5.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심장’ 관용표현을 통해 에벤키어 언중은 심장을 삶과 감정의 중심지로 

생각하면서 심장과 감정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배

배의 사전적 정의는 ① 사람의 몸에서 가슴과 다리 사이의 부위 ② 사

람의 몸에서 내장이 있는 부위 ③ 긴 물건의 중앙에 불룩한 부분 ④ 여성

의 태내 ⑤ 물리에서 정상 진동이나 정상파에서 진폭이 가장 큰 부분으로 

①이 기본 의미고 ②-⑤는 파생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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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혈육
1. Хāкикāрбӣме ̄акāрбӣ 혈육들(내 
간과 내 심장들)

판단력
2. Хāкиндӣӣсāкал 이해하고 생각
하라(네 간으로 알아내라) 

감정
3. Хāкинми сэвэрӣ'эрэн 당황하
다(내 간이 거칠어졌다)

1. 간을 졸이다
2. 간이 떨리다
3. 간 떨어질 뻔하다
4. 간담이 서늘하다
5. 간이 붓다/간이 콩알만 
해지다 
6. 간이 크다/작다
7. 간에 기별도 안 가다

자존심
줏

8. 간도 쓸개도 없다
9. 간이라도 빼줄 듯이
10.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에벤키어에서 배는 주로 ‘속마음’과 관련된 관용표현 생성에 관여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만족감이나 감정’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관여한다. 

3.2.4. 간

간은 인간의 장기 중 기능이 가장 복잡한 기관이며 장과 담낭과도 연결

되어 있다. 에벤키어와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간의 의미는 극명하게 대비

된다. 에벤키어에서는 간의 신체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어에서

는 간을 주로 감정과 연결시킨다. 

 

이 외에도 신체 내부부위 중 내장 관용표현은 에벤키어에서만 발견되

는데 “Силукталин ламāчāл 게으른 습관이 들었다(그의 창자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처럼 화자 자신만 알 수 있는 습성을 내장이 우리의 몸 속에 

은폐된 기관이라는 특성과 관련시켜 관용표현을 생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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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혈연
1. 피는 물보다 진하다
2. 피를 나누다

희생/
노력

1. Дā дӯнэ чэчэ̄эн чэчэрӣ'эчэ̄?  
무슨 일이야?(어쩌다 네 피가 그렇
게 엉망이 됐어?) 

3. 피가 되고 살이 되다. 
4. 피땀을 흘리다

혈기/
분노

5. 피가 거꾸로 솟다
6. 피가 끓다/피가 뜨겁다
7. 피가 마르다
8. 피눈물을 흘리다 
9. 피를 보다
10. 피를 토하다

성격/기질
2. Сэ̄сэдукин сāмӣ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다(피를 통해 그 사람에 해 
알게 되다)

11. 피도 눈물도 없다

3.3. 신체 구성 물질 관련 관용표현

3.3.1. 피

피의 사전적 의미는 ①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을 도는 붉은 빛의 액체 

② 혈연 또는 겨레 ③ 희생이나 노력 ④ 혈기나 분노 등인데 ①이 기본의

미이고 ②-④는 파생의미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 외에도 피의 기본적 특

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고 있다. 

피는 아주 특별한 액체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액이다. 피는 물질을 통

해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기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 한 

방울에 인간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한국어 관용

표현보다는 에벤키어 관용표현에 더 잘 나타난다. 따라서 에벤키어에서 

피는 ‘희생이나 노력’, ‘성격이나 기질’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한

다면 한국어에서 피는 ‘혈연’, ‘희생이나 노력’, ‘혈기나 분노’, ‘성격이나 

기질’의 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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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에벤키어 한국어

성숙
미성숙

1. Ирамналбун эчӣ гирамна о̄а 아직 살아있
다(우리의 뼈가 아직 해골이 되지 않았다)
2. Ирамнас буксэ эчӣ нилбэн, уллэс эчӣ м
аң д'алис эчӣ д'алупта 아직 어른이 되지 않
았으니 아직 독립적이지 못 하다(너는 연골 뼈
가 아직 굳지 않았고 힘줄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으며 뇌의 머리뼈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3. Аландӯ эчӣ илла 청소년들(아직 자신의 관
절로 서지 못 한다) 
4. Ирамнан умарбучэ̄ уллэн маннӣчэ̄ 어른
이 되다(뼈가 속까지 채워졌고 살이 단단해졌다)

노력
희생

1. 뼈와 살이 되다
2. 뼈 빠지게 일하다
3. 뼈를 깎다/뼈를 묻다
4. 잔뼈가 굵다

감정 5. 뼈에 사무치다

기개 줏 6. 뼈도 못 추리다

숨은 뜻 7. 뼈가 있다

기타
8. 뼈와 가죽뿐이다
9. 뼈만 남다

3.3.2. 뼈 

뼈는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단단한 물질로 몸의 구조물로 

작용하고 근육이 달라붙는 장소를 제공하며 지렛대 역할을 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뇌와 척수 및 부드러운 내부기관을 보호한다. 뼈는 우리 몸

에서 견고함 즉 버팀목이 되어주는 ‘규범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지

만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직의 원리’도 보여준다. 뼈 

속에서 응고(석회)의 요인이 과도하게 되거나 부족해지면 뼈는 취약해지

며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뼈의 특성 상 뼈는 신체 구성 물질이라는 기본 의미 외에도 성숙/미성숙, 

노력이나 희생, 사물의 바탕이 되는 줄거리나 핵심, 예사롭지 않은 숨은 

뜻, 기개나 줏대 등을 파생의미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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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벤키어 관용표현에서 뼈는 ‘성숙/미성숙’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나이’와 관련이 있다면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뼈는 ‘노력이나 

희생’, ‘감정’, ‘기개’, ‘숨은 뜻’ 등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 

4. 나오는 글

본 논문의 목적은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를 통해 두 

문화권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에

벤키어 신체어 관용표현은 신체내부 부위보다 신체 외부부위의 생산성이 

더 높았다. 주로 발견된 신체 외부부위는 눈, 코, 입/입술, 혀, 목/목구멍, 

귀, 얼굴, 머리, 어깨, 등, 손/손가락, 발/발가락 등이었고 신체 내부부위는 

뇌, 심장, 배, 간 등이었으며 신체 구성 물질로는 피, 뼈, 근육과 힘줄, 머리

카락 등이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신체 외부부위는 눈, 코, 입, 혀, 목/목구

멍, 귀, 얼굴, 머리, 어깨, 등, 손/손가락, 발 등이, 신체내부부위는 뇌, 배, 

간 등이, 신체 구성 물질은 피, 침, 눈물 등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에벤키

어와 한국어 모두 신체외부부위에 대한 관용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

되었다. 또 에벤키어에서 신체는 주로 자연 그대로의 의미와 에벤키인의 

생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고 있어서 생태지향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신체는 다양한 파생의미로 관용표현 

생성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한 언어권에서만 발견된 신체어 관용표현도 있었다. ‘근육’과 

‘힘줄’ 관련 관용표현은 에벤키어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신체적 움직임, 육

체노동이 주업인 에벤키족들은 ‘근육’과 ‘힘줄’을 ‘성장’과 관련시켰다. 에

벤키인들은 이미 어른이 된 남자를 가르킬 때 ‘Ō̄ңӯсуму бэйэ 강한 힘줄

과 훌륭한 근육이 있는 남자’라고 하며 아직 성숙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Умун эчӣсумурбурэ 힘줄이 아직 단단해 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 

또 침은 한국어 관용표현에서만 발견되었다. ‘침은 분비물이고, 분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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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다’는 인지작용으로 인해 한국어에서 침은 ‘침을 뱉다/삼키다/흘리

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누워서 침 뱉기/하늘보고 침 뱉기’처럼 경멸

이나 ‘침이 마르다’ 처럼 초조함 등 감정과 관련된 관용표현 생성에 관여

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을 단순 비교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언어권의 문

화적 차이, 언중들의 인지적 차이뿐만 아니라 알타이 제어 문화권과 한국

어 문화권의 영향관계 규명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1982.

겨레말 용례 사전, 한글문화 연구회, 1996. 

남혜현, ｢러시아어 신체어 ГОЛОВА의 의미 확장 연구｣, 노어노문학 제19권 

제1호. 2007. 3-39쪽.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94. 

이기동, ｢관용어, 은유 그리고 환유 I｣, 담화와 인지 제4권 제1호, 1997. 

61-87쪽.

B. Heine,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구

현정 역, 문법의 인지적 기초, 2004).

Z. Kovecses, & Szabo, P. “Idioms: A view from Cognitive Semantic", Papers from 

the Applied Linguistics V.17 №4.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0).

Park, Kyubyong & Elliott, Michael, Dictionary of Korean Idioms, Seoul: Munyelim 

2013.  

А. Блюм, Семан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соматическойфразеологии, 



138  유럽사회문화 제12호

М..:АСТ-пресс, 2000.

Б. В. Болдырев, Эвенки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Ч. I, II, Новосибирск: И

здательство СО РАН, Филиал ГЕО, 2000.

 Г. И. Варламова, Фразеологизмы в эвенкийском языке, Новосибирс

к: Наука, 1986.

Н. В. Куницкая, В. Ф. Мельник, Б. С. Данилов, “Функционально-сема

нтическая динамика соматических лексем в составе фразео

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Дериватология и динамика в романск

их и германских языках, Кишинев, 1989. 

В. А. Маслова, Лингвокультуралогия, М.:Academa, 2004. 



에벤키어와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 비교ㆍ엄순천  139

[Résumé]

Сравнение Соматического фразеологизма 

на Эвенки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м СунЧон (Чонгджу Университет)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этой работы является описание эвенкийс

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соматического фразеологизма как особых иди

оматических единицы,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довольно распростране

нное явление в речи эвенков и корейцев. 

Акутальность данной работы определяются отсутствием в н

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тунгусо-манчжурским языкам, в частнос

ти по-эвенкийскому, исследовании, посвященных проблемам с

оматиче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и отсутствием сравнительных иссле

доваиний эвенки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этой статьи ср

авнивается фразеологизма внешных и внутренных органов, и ст

рукту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человеческого тела как глаза, нос, рот, я

зык, горло, ухо, лицо, голова, спина, рука, нога, сердце, брено, пе

чение на эвенки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Изучение соматического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эвенкийского и коре

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устройчи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связана с таким п

роблемам, как структура сложных слов в эвенкийском  корейс

ком языке, устойчивые грамматикализова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и и

менного и глагольного типа и др.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можно 

усматриваться разницы эвенк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оотношение алта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ругов и корейского 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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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ьтурного круга.

주제어 : 신체어 관용표현(СIdiom),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에벤키어(Ebenki Language), 

한국어(Korean Language), 문화(Culture) 

(논문투고일: 2014.05.01/ 심사일: 2014.05.21/ 심사완료일: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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