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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 까지 인지 언어학분야에서 신체에 한 연구는 거의 외 없이 언어화

가 인간의 신체  경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달리 말

하자면 인간은 가장 먼  자신의 신체를 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고 이를 언

어화한다. 신체부  에서  특히 ‘손’은 외부 외부세계를 직 으로 체험하

는데 가장 먼  반응한다. 이 연구의 주된 심사  하나는, ‘손’의 은유  

표 이 서양어인 독일어와 어, 동양어인 국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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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개념의 동질성과 상이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빈도수는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차이가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는지 고찰해보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손’의 개념이 어떻게 은유 으로 확장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

다. 

은유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인지언어학의 틀 안에서 분석

을 시도했지만, 체로 주  단에 따라 수집한 언어자료를 직 에 의존

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체계 인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 다. 이를 

극복하여 자는 객 이고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범 한 언어자료를 담

은 말뭉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어, 독일어, 어는 모두 Word Smith 7로, 한국어는 ‘한마루’를 도구로 

하여 문들을 추출한다.1) 

각 언어의 코퍼스는 2016, 2017년의 논문들과 동일하며 그 것은 다음과 같

다.

독일어는 Stefan Zweig: Brennendes Geheimnis(SZ), Thomas Mann: Der 

Tod in Venedig(TM), Hermann Hesse: Knulp. Drei Geschichten aus dem 

Leben Knulps(HH)를 선택하 다.2)  

어는 Arthur Conan Doyle의 Sherlock Holmes series , Return of 

Sherlock Holmes,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Casebook of Sherlock 

Holmes를 골랐다.3) 

국어는 베이징 학교 (http: //ccl. pku.edu .cn:8080/ ccl_corpus/index.js

p?dir=xiandai)가 제공하는 세편의 소설, 余华의 �活着�,  의 �骆驼祥子3� 

그리고 沈从文의 �边城�을 말뭉치로 채택하 고, 한국어는 세종코퍼스(http:/

/sejong.or.kr/)에서 소설 3편, 박완서의 �한말 만 하소서�, 은희경의 �마이

리그� 그리고 김 의 �해남가는 길�을 선택하 다.  

 1) 한국어의 추출도구는 한마루를 사용하 다. 한마루를 사용한 까닭은 형태론  

분류로서의 ‘태그 tag’가 어느 정도 세 하고 일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2) 독일어는 Gutenberg 코퍼스 (http://www.gutenberg.org)에서 수집하 다. 여기

서부터 작품을 지칭할 때 각각 작품을 쓴 작가의 이니셜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어는 한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음으로 작품을 지칭할 때, 작품의 이니셜을 사

용한다. 어에서 Sherlock Holmes series  세 편의 작품은 연세  문과 

학원생 이성우가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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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은유와 환유를 명확히 구분한 포코니에 G. Fauconnier의 개념  

혼성이론을 기 로 하고 이를 더욱 정교화한 필자의 2013년 논문을 이론  

배경으로 한다. 

2. 은유  확장

서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서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와 수의 

다음의 화에서도 ‘손’이 쓰인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  보

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분 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요한 20,25)라고 말한 토마스에게 부활한 수

는 “네 손을 뻗어 내 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 20, 27)고 말한다.  

경험의 가장 직 인 신체부 가 ‘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 이 은유를 

통해 어떻게 개념화되어 확장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

을 살펴보는데 매우 합하다고 생각한다. 

2.1.  한국어의 은유  확장 

임지룡(2006)에서는 감정표 의 생리  상으로서 ‘손’이 다음과 같이 사

용된다고 한다. 화를 낼 때나 두려움이 생길 때, 혹은 긴장할 때, ‘손’이 떨리

며,4)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손가락’이 떨리며, 기쁨으로 혹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손’이 떨린다.5) 슬픔으로 인해 ‘손’에서 힘이 빠지기도 한다.6) 

임지룡은 신체부  ‘손’의 의미확장 양상이 동물, 식물, 사물, 시간, 수량, 추

 4) 임지룡 2006, 344쪽, 347쪽, 360쪽

 5) 같은 책  352쪽, 357쪽  임지룡 2010, 239쪽에서는 문학작품에서 기쁠 때,  실제 

나타나는 문도 들었다. “아, 이젠 살았다! 그는 미칠 것 같이 기뻤다. 이제 죽

는데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손이 달달 떨렸다.” (오유권 1996 202쪽, ｢가난한 

형제｣, �한국 표소설선� 9, 창작과 비평사.)

 6) 같은 책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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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표  등등에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한다.7)  여기서 드는 많은 들은 

시간과 추상을 제외하면 모두 유사성에 기 하기 때문에 환유에 속하는 표

들이다. 반면 시간과 추상의 역에 나타나는 다음의 표 들은 은유  표

이라 할 수 있다. (임지룡 93-95쪽 참조)

1. 그는 속으로 구의 손(→도움)을 빌릴까하고 두루두루 생각해 보았다.

(강경애 2006, 27쪽�인간문제, 문학과 지성사) 

2. 손(→ 계)을 끊다.

3. 손을｛놓치다, 늦추다, 넘기다｝

임지룡의 ‘손’에 한 연구를 요약하자면, 한국어에서는 ‘손’의 다양한 환유

에 비해 은유는 상 으로 빈도수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코퍼스에서는 다음의 표 들만 나타났다. 

 

4. 해마다  이맘때면 손 놓을 틈이 없다우. (박완서) 

5.  그리고  �더러운 손�을 보면 정치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에 한 

의지가 잘 표 돼 있는데요. (김 )

6. 하지만  싸르트르의 희곡 �더러운 손�은 철학보다는 정치색이 짙지 않

은가요?

7. "씹쌔끼덜,  마 병장 손 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손 )

4에서는 ‘손을 놓다’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의 의미로 쓰

고, 5와 6에서는 책제목으로서 ‘나쁜 일을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7에

서는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로 쓰 다. 

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손’이 들어간 표 이 총 8개가 발견되었는

데, 그 에서 3개는 직  신체부  ‘손’을 나타낸 축자  표 이었고,  1가지

는 환유 으며,8) 4개가 은유  표 이었다. 이 게 빈도수가 게 나타나는 

 7) 임지룡 2010, 88-104쪽, 임지룡에 의하면 ‘손’은 7가지 범주 에서 ‘공간’을 비

유 으로 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8) 다음의 표 에서 손은 몸을 의미하며, 부분이 체를 나타낸다고 볼 때, 환유로 

쓰 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코퍼스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

      “손 따로 정신 따로인 것처럼 건성건성이었고 침울해 보 다.” (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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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자가 상했던 바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한국어 코

퍼스의 분량이 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특이하 다.  한국어 코

퍼스로 삼았던 세 작품의 분량은 박완서 34479어 , 김  59128어 , 은희

경 45072어 로 이루어 졌으며, 이것들이 다른 나라 언어와 조해서 결코 

지 않은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유  표 이 매우 게 쓰인 것은 필자

의 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다.  

 

2.2.  국어의 은유  확장

국어는 ‘손(手)’의 은유가 매우 다양했으며, 빈도수 한 다른 네 개의 언

어와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많았다.

아래 8처럼 手가 단독으로 쓰인 은유가 나타나는 경우는 한번 뿐이다.

8. 他的钱必须借着姨太太的手才会出去，他自己不会花，( )  

    (첩의 손을 통해야만) 돈이 지출된다

보통 물건이나 그릇의 은유로 쓰이는데 이 경우, 모두 재물과 계있다. 

[‘손(手)’은  물건이다]

 上 등과 같은 어휘소가 手뒤에서 결합하거나,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到가 

手의 앞에서 결합하여 나타난다. 

아래 9에서처럼 上 등과 같은 어휘소가 手의 뒤에서 결합하거나, 혹은 방

향을 나타내는 到가 手의 앞에서 결합하여 나타나며 그 의미는 모두 재물과 

계된다.   

9. 到他手上一折腾就剩一百多亩了。我对爹说：       (余华)  

  그의 손을 거쳐 부풀려지면 백무9)가 된다.

 9) 농지의 등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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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可以拿到手的三十五块现洋似乎比希望中的一万块更可靠        ( )  

   받을 수 있는 35냥은 원하는 1만냥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11 .一朝权到手，他们之中的任何人也会去屠城   ( ) 

    어느 날, 권력을 잡게 되었다.

12. 衣服到手马上也变了钱，钱马上变了烟酒。 ( )  

    헌옷을 받으면 바로 돈으로 팔아 바꾸었다.

[‘손(手)’은  그릇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 은 手에 그릇의 내부 ‘안’을 지시하는 어휘소 

里,中이 함께 쓰이는 경우이며, 이것들도 모두 재물과 련이 있다. 

13. “到了我手里，徐家的牛变成了羊，[...]”   (余华)    

    내 손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14. 自然他手里得多 拿去点钱。   ( )  

    자연스럽게 손안에 들어오면 조 의 돈도 가져갔다.

15. 那么只要手里有够吃一天的钱，[...]。 ( )  

    하루 먹을 돈만 가질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16. 手里得有俩钱，爱吃口什么就吃口，[...]。 ( ) 

    돈을 조 이라도 가져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7. 赶到他喝了酒，而手里没了钱，他不恨了，也不可怜了，  ( )  

    그러나 손에 돈이 없어도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18. 及至独自一盘算，他觉得钱在自己手里比什么也稳当。( )  

    자기 수 에 돈이 있는 것을 온당하다고 생각했다.

19. 即使事实不是这样，现钱在手里到底比在 折子上强，( ) 

   통장에 비해서는 이 다.

20. 头子手里那点钱就必定要不回来；虎妞岂肯轻饶了他 ( )    

    류 늙은이한테 돈을 받을 수 없었다.

21. 我手里也有俩体己，( )  돈이 좀 남아있다.

22. 其余的钱还是在自己手中拿着。( )  

    나머지 돈은 여 히 그한테 있다.

23. 你手中既没有积蓄，  ( )   남은 돈이 없다.

24. 他晓得虎妞手中的钱大概快垫完了！ ( )

    그는 수 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5. 就落不到别人手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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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갈 수 없다.

26. 明知买到手中并没好处，(沈从文)     

   그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재물과 계된 은유는 다음에서도 나타난다. 手 다음에 (很）紧이 나타나

는 다음의 경우도 재물과 련된다.

 

27. 夏先生的手很紧，一个 钱也不肯轻易撒手；出来进去     (余华) 

    하 선생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매우 약한다.

문 27의 문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撒手도 재물과 계되어 “돈을 아끼

다”는 은유  의미이다. 이것은 문 28에서도 발견된다. 

28. 不轻易撒手钱10)  ( )    돈을 쉽게 버릴 수 없다.

手앞에 放이 결합하는 다음의 경우들도 재물과 계된다. 그 의미는 “(무엇

을) 버리다”이다.

29. 这五块钱不能轻易放手一角一分，这是 后的指望！    ( )  

   5냥의 돈을 쉽게 버릴 수 없다.

30.  虎妞绝对不会放手他       ( )  

    호뉘가  그를 포기할 수 없다.

31. 他要是死不放手财产，她一点法儿也没有。就是有人在一 ( )        

   그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手앞에 进이 나타나는 32의 경우도 재물과 계된다. 

32. 只要零碎的进手；他的闷葫芦罐是不会冤人的！ ( )

    조 만 재물이 들어오면...

到了手가 나타나는 33의 경우도 재물과 계된다.

10) 손을 놓다. 손을 풀다. 손을 떼다. 포기하다. 방치하다. (완곡한 표 으로) 세상

을 버리다(뜨다). 별세하다. 하직하다. 돌아가다. 운명하다. ≒ [ 放手, 松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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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车到了手，你干上一只黑签儿会, 又不出利，又是体面    ( )  

    차를 구입하면[...]

出(了)手는 체 코퍼스에서 다음의 4개가 발견되며, 이것도 재물과 계가 

있다.

34.  我把它们出了手，好到城里去谋生！” ( )    

    내가 그것들을 다. 

35. 把骆驼出了手，他可以一进城就买上一辆车。( )    

    낙타를 팔고...

36. 凡是暂时不用的东西都马上出手。他喜欢看自己的东西变 ( )   

    잠정 으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다 팔고 싶다.

37. 他想出手那辆车，[...] ( )   

    그는 그 차를 팔고 싶다.

다음 38에서의 空手는 ‘빈 손으로’ 라는 은유  표 이 되며 이것도 간

으로 재물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 

38. 也许空手回来，[...]    ( )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에서 본 31개의 은유표 은 모두 재물과 련되며 부분 의 작품에 

나타난다. 이 같이 한 작가의 작품에 집 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흥

미롭다. 

에서 상세히 본 것과 같이 재물과 계된 은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는 김에”의 의미를 지닌 은유이며, 이것들은 아래 

문 39-42에서처럼 手 앞에 이나, 43, 44와 같이 就 혹은 45, 46처럼 随가 붙

어 표 된다. 이 표 들은 은유를 통해 의미 확장이 일어난 최종 인 단계에

서 생성된 것으로 이미 그 자체가 문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39. 顺手儿在车站上偷几块煤，或捉些蜻蜓与知了儿卖与那富  ( )

    샤워를 하는 김에 버스 정류장에서 석탄을 훔쳐왔다. 

40. 顺手向皮袄袋里摸出支烟来。吸了两口烟，他完全醒明白 ( )   



신체 개념의 은유  확장  153

    물을 훔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었다.

41. 借到手便顺手儿花去。人家要债，他会作出极可怜的样子   ( )   

    돈을 빌려주자 써버렸다. 

42. 顺手儿也给屋中扫一扫。祥子也没驳回，使他      ( )    

    마당청소를 하는 김에 방도 청소를 해야된다고 불 다.

43. 就手就说了话；“不早啦吧？”说得音 非常的复杂。   ( )  

    하품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했다.

44. 吃完可得把家伙刷出来。下半天你接先生去的时候，就手儿买来晚

上的菜，省得再出去了   ( )  

    선장을 데려오는 김에 장을 보았다.

45. 且随手把空豆菜抛到水中去，望着它们在流水中从从容容  (沈从文) . 

    콩을 벗기는 김에...

46. 随手儿把骆驼与祥子那点关系说过去，也就算了。   ( ) 

     샹 에 해서 말하는 김에...

아래의 47-52의 표 들, 즉 手里, 手上, 手心은 “운명의 손에 맡겨지다”라

는 은유  의미를 가진다.

47. “落在他妈的你手里，还有个不死？！”       ( )   

     한테 잡히면 죽는거냐?

48. 我爹死在我手里了，我娘我家珍，[...]      (余华)   

     우리 아버지는 내 때문에 죽었어요.

49. 可那天他栽到我手里了，接连地输给我。     (余华)  

    그가 나한테 잡히기만 하면...

50. 他的命可以毁在自己手里，再也不为任何人牺牲什么。     ( )   

    자기 때문에 망했어.

51. 还是在你 人家手上捏着的。” “不是那么说！         (沈从文)     

    여 히 는 걱정할 수있다.

52. 他 不出她的手心儿去。“好吧，你爱拉车，我也无     ( ) 

    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의 動手는 “싸우다”라는 은유  의미를 지닌다.

53. 说着队长卷了卷袖管准备自己动手，  (余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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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를 걷으면서 스스로 하려고 비했다.

54. 动手没你的，我先告诉你，外边还有一大帮人呢！  ( ) 

     ( 랑은 상 없는 일이니) 싸우는 것에 상 하지마!

55. 可是和祥子动手是该当想想的事儿,[...]  ( ) 

    샹 와 싸우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56. 所以也就不便动手。 ( ) 그래서 싸우는 것이 불편해.

애 에 은유표 이었지만 이제 문법화를 거쳐 거의 양사에 가깝게 발 된 

형태도 발견되는데, (约）两手가 그것이다.

57. 当时要再约两手，和冯先生打几圈麻 。   ( )   

    그 때 펑선생을 몇 번 만나야 했다.

58. 实的也比猴子多着两手儿。把孩子们都 走，     ( ) 

    가장 어린애라도 원숭이보다 장난이 심했다.

对手는 “상 방”, 혹은 “ ”을 은유 으로 표 한 것이다.

59. 他们 也不是他的对手，[...]。( )

    그 사람들도 그의 수가 아니었다. 

60. 也不是他的对手。他钉了一句：“有敢出去的没有？”( ) 

    그도 그의 수가 되지 못했다.

다음은 好手가 쓰여 ‘ 가’ 혹은 ‘ 문가’를 나타낸다. 

61. 他晓得祥子是把好手，即使不拉他的车，他也还愿意祥子  ( ) 

    그는 샹 가 가임을 알았다.

62. 可是，连作这点事，他也不算个好手。 ( )  

    그도 가가 아니다. 

다음에서 出手 혹은 下手는 ‘손 검하다’의 의미이다. 이는 환유가 실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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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想想早晨我出手也太重了。     (余华) . 

    아침에 내가 심하게 손 검하는 것을 생각했다.

64. 他是在等我去揍他。他这样子反倒让我下不了手，(余华)  

   (옷을 벗으니까)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

다음의 分手는 ‘헤어지다’의 의미를 가진다.

65. 船夫同马兵分手后，于是匆匆赶到河街上去。到了顺顺  (沈从文) . 

    배를 타는 사람과 마빙이 헤어진 후에...

66. 约好了“分手后各人皆不许胡闹”，    (沈从文)   

    헤어진 후에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의 手脚는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67. 只有凤霞笑嘻嘻地往灶里添柴，她听不到。我拍拍她，让她手脚轻一点。

听着屋里没有声音，外面那人很不高兴  (余华)  

    그녀로 하여  소리를 이라고 해!

68. 专卖手脚的哥儿们的手与脚就一律贵起来：“前门，东车    ( ) . 

    일하는 사람의 일당이 올랐다.

다음의 顺手는 ‘순조롭다’를 뜻한다.

69. 事业虽十分顺手，却因欢喜交朋结友， (沈从文) .

    사업이 잘 되지만...[...]

70. 不让那 子走车路十分顺手。” 从马兵 语上， 船夫    (沈从文) . 

    그는 인력거를 잘 끌지 못하게 했다.

다음에서 第一手는 ‘제일이다’ 혹은 ‘수석’을 의미한다,

71. 翠翠的父亲，便是唱歌的第一手，   (沈从文) 

     추이추이의 아버지가 노래를 제일 잘한다.

다음에 나타나는 一上手 는 ‘시작하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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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与不敢一上手就拉 亮的车。但这不是不能胜过的困难    ( ) . 

    그 사람은 새 차를 감히 끌지 않았다.

다음의 拿的出手去는 ‘남에게 보이거나 선물하거나 자랑할 만하다’를 의미

한다.

73. 一定能拿得出手去，一定能讨曹太太的喜欢。没错儿     ( )    

    틀림없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다음에서 身手는 ‘몸놀림’의 은유  의미를 가진다.

74. 我丈人身手极快，[...]  (余华)    장인의 몸놀림이 무 빨랐다.

다음의 做手脚는 ‘몰래 손을 쓰다’ 혹은 ‘부정한 수단을 부리다’를 뜻한다.

75. 我才知道赌博的赢家都是做了手脚的,[...]   (余华)    

    도박에서 딴 사람이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을 이제 알았다.

다음에서 住手는 ‘멈추다’라는 은유  의미를 가진다.

76. 他还不住手，等到有庆脑袋一歪摔在地上，( )

    그가 계속 멈추지 않았다.

다음의 露一手는 ‘솜씨를 한 수 보여주다’를 뜻한다.

77. 也为在祥子面前露一手儿。    ( )   

    샹  앞에서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밖에 은유의 의미 확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자성어로 굳어진 

표 , 즉 어휘화가 되었다. 拿手好戏는 ‘가장 잘하는 재능’을 뜻한다.

78. “唱歌呢？” “这是你的拿手好戏，你要去做竹雀你就去吧，我不会检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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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从文) 

다음의 赤手空拳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를 의미한다.

79. 而是各走各的路，个人的希望与努力蒙住了各个人的眼，每个人都觉得赤

手空拳可以成家立业，在黑暗中各自去摸  ( ) 

행동을 묘사할 때 주로 사자성어를 사용한다.

笨手八脚은 ‘행동이 굼뜨다’를 의미한다. 

80. 那三十多块钱，他可不敢动。 了块白 ，他自己笨手八脚的拿个大针把

钱缝在里面，永远放在贴着      ( ) 

笨手笨脚는 ‘손발이 둔하다’를 뜻한다.

81. 祥子，笨手笨脚的，想不到自己有什么好处和可自傲的地方 ( ) 

   慌手忙脚는 ‘허둥 다’(←손발이 바쁘다)를 뜻한다.  

82. 贩们慌手忙脚的收拾摊子，行路的加紧往前奔。   ( ) 

七手八脚는 ‘우르르 달라붙다’를 뜻한다. 

83. 三个打在一团，七手八脚的又踩了二强嫂几下。( ) 

84. 大家七手八脚的拿着簸箕破碗往外淘水。有的倒了山墙，  ( ) 

轻手蹑脚는 ‘살 살  행동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85. 没有人，他慢慢的，轻手蹑脚的往湖边上去。    ( ) 

86. 他知道虎姑娘还没睡。他想轻手蹑脚的进去，[...] ( ) 

游手好闲는 ‘하는일이 없이 빈둥거리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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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他不安于游手好闲, 可是打算想明天的事，就得去和虎妞 ( ) 

88. 他不安于游手好闲，可是打算想明天的事，[...]  ( ) 

毛手毛脚는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다’ 혹은 ‘덜 다’를 뜻한다.

89. 吃水码头饭的，则在河街的家中，终日大门敞 着，常有穿青羽缎马褂的

船主与毛手毛脚的水手进出，[...]  (沈从文) 

이밖에도 국어의 ‘손’이 들어간 사자성어는 무수히 많다.11)

11) 국인 학원생을 통해 찾아본 결과, 필자의 코퍼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자성

어성어가 총 212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자성어도 은유를 통한 의미의 확장으

로 일어났기 때문에 은유연구에 속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연구도 매

우 흥미롭지만, 이것에 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이러한 표 들은 사실은 

이미 고정된 표 이기 때문에 은유의 동 인 연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

의 범 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음과 같이 우

리말의 번역을 통해 몇 가지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爱不释手   물건이 무 좋아서 손에서 못 놓는다. (물건에 해당)

碍手碍脚  碍足碍手 방해가 되다, 거치 거리다. 

别出手眼 别具手眼 무슨 변고가 생기지 말아야한다. 

白手成家  白手起家 白手兴家 빈손으로 가업을 일으킨다.

白手空拳 맨주먹으로 시도하다. 

比手划脚 点手莋脚 点手划脚 (손짓 발짓한다←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불

만이 있을 때, 손가락질 한다)

搏手无策 손이 묶인 듯이 아무 책이 없다.(←손 쓸 수가 없다)

不择手段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다.

措手不及 미처 손쓸 새가 없다. (당하다)

搓手顿脚 搓手顿足 (손을 비비고 발을 구르는 몹시 조하고 불안한 모습)

出手得卢 (한번에 승리를 얻다)

垂手而得 垂手可得 触手可及 唾手可得 ( 무 쉽게 얻을 수 있다)

赤手空拳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싸운다.

触手生春  솜씨가 좋다(←손에 닿으면 병이 낫는다, 의술이 좋다) 

丹青妙手  의술좋은 의사

寸铁在手 무술이 뛰어난 사람.(작은 무기로 일당백)

读不 手 책이 무 재미있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倒持手板  당황하다 (패를 거꾸로 잡다)

大打出手  육체 으로 싸우다

跌脚绊手 장애를 만나서 견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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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일어의 은유  확장 

코퍼스 분석에 들어가기  독일어에서 ‘손 Hand’이 들어간 용어를 우선 

살펴보자. 

90. 

a. Hand aufs Herz!   솔직하게 말해!

b.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c. freie Hand haben/geben 자유자제로 행하다, 재량권을 가지다(허가하다)

d. Hand und Fuß haben  사려 깊다, 근거를 지니고 있다

e. Hand an sich legen   자살하다

f. für jn./etw./ die/seine Hand ins Feuer legen 보증하다, 맹세하다

g. besser offene Hand als geballte Faust 윰켜쥐는 것 보다 베푸는 편이 

낫다

h. jm. [bei etw.] an die Hand gehen 도움을 주다

i.  [klar] auf der Hand liegen  자명하다, 명백하다

j. etw. aus der Hand geben 포기하다

k. [mit etw.] Hand in Hand [gehen] 력하여 (동반하여 이행하다)

l. jm. in die Hand/Hände fallen 수 에 들어가다

m. mi/aus freier Hand zeichen/malen 즉흥 으로 그리다

n. etw. mit der linken Hand machen  손쉽게 처리하다

o. von der Hand in den Mund leden 근근이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다

p. etw. von der Hand weisen 부인하다, 거부하다

q. zur Hand sein 비해두다

r. die Hände in den Schoß legen 놀다, 빈둥거리다

s. [überall] seine Hände im Spiel haben  끼어들어 향력을 행사하다

t. seine Hände in Unschuld waschen (geh.) 죄가 없다고 발뺌하다

u. alle Hände voll zu tun haben  할 일이 많다, 바쁘다

v. die öffentlichen Hände/die öffentliche Hand (공공재산 리자로서의) 

국가(주정부)

w. zwei linke Hände haben  서툴다, 재주가 없다

x. jn. auf die Hände sehen  

大手大脚 돈을 아끼지 않고 마구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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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을 감독하다 

   2.(의심을 품고) 찰하다

y. jn. auf Händen tragen (여자를) 깍듯이 하다

z. in guten/schlechten Händen sein

   1.[특히 동물을] 잘(잘못) 돌보다 

   2. 잘 (엉터리로) 수리하다, 정비하다

aa. zu Häden [von] ~ (=z. Hdn.) ~에게

ab. zu treuen Händen 잘 리(취 )하도록

ac. etw. aus dem Handgelenk schütteln  손쉽게 (빨리) 이행하다

ad. goldener Handschlag 정리해고

ae. das Handtuch werfen/schmeißen  포기하다, 기권하다

af. im Handumdrehen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ag. jm. das Handwerk legen 장사를 그만두게 하다, 근 시키다

ah. jm./etw. ins Handwerk pfuschen 남의 일에 끼어들다12)

에서 열거한 이러한 용어들은 코퍼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유일하게 

다음과 같이 “몰래/살짝”의 의미를 가진 용구만 발견되었다. 

91. [...] war entrüstet von seinem Posten zurückgetreten und unter der 

Hand durch eine gefügigere Persönlichkeit ersetzt worden.   (TM)

그리고 체 1236개의 문  에서 비유법으로 쓰이지 않고 실제의 신체

부 를 가리키는 문 1231개와 환유 1개를 제외하면, 은유는 다음의 4개(

문 92~95)가 발견된다. 

문 92에서는 Hand가 ‘도움’의 의미로 은유화되었다.

92. [..] und sehe den kleinen Kerl, dann darf ich ihm keine Hand und 

keinen Kuß geben und ihm höchstens im Vorbeigehen was vorpfeifen.    

 (HH)

12) 김원식 2006, 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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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93에서는 Hand가 ‘수 에’라는 은유로 쓰 다.

93. [...] er hatte dieses heiße und unruhig zuckende Herz in der Hand. Es 

ist ja so unsäglich leicht, Kinder zu betrügen, diese Arglosen, [...]  (SZ)

문 94에서는 Hand의 은유는 ‘쉽게’라는 의미를 가진다.   

94. [...] der möglichen Abreise der polnischen Familie; doch hatte er 

unter der Hand, durch beiläufige Erkundigung beim Coiffeur des Hotels, 

erfahren, da_ dies(TM)

문 95에서는 Hand가 ‘바람의 손’으로 의인화 되었다.  

95. Waren es Tiere oder Menschen oder nur die gespenstige Hand des 

Windes, die all dieses Rauschen und Knistern,  (SZ)

2.4. 어의 은유  확장

다음은 ‘ 용어 클리쉐이 표 사 ’ 에 나타난 어의 hand의 용어들이

다. 

96. cold hands, warm heart 내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은 따뜻하나 표 을 하지 않을 뿐이다. (상 1부, 121쪽)

97. to have one’s hands full 할 일이 무 많다, 매우 바쁘다. (상 2부, 94

쪽)

98. a left-handed compliment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한 말, 비난 성격을 지

닌 칭찬이나 탄복 (상 2부, 196쪽)

99. to show one’s hand 자신의 진정한 동기나 의도를 드러내다. (하 2부, 

4쪽)

100. to take into one’s own hands 마음 로 일을 처리하다. (하 2부, 85쪽)

101. to have a upper hand 지배, 통제하는 치에 있다. (하 2부, 177쪽)13)

13) Ammer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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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어는 필자의 말뭉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음의 용구가 

발견되었다.  ‘오른편(right hand)’을 나타내는 용구가 2개, 왼편(left hand)

은 1개가 발견되었고, ‘그와 달리’(on the other hand)’의 의미를 가진 용구

가 18개나 발견되었다. 그 밖에도 ‘바로(on the one hand)’라는 용구 1개를 

찾을 수 있었다.     

체 작품에서 hand가 들어간 문은 총 341개 는데, 그 에서 환유로 

쓰인 것은 총 11개이다. 102처럼 손에 쥔 ‘카드’의 환유가 2개, 103와 같이 ‘

씨체’로 사용된 환유가 7개, 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을 나타내는 환유

가 2개이다.14)

102. words would not shape themselves. "That's the hand I play from," 

said Holmes. (casebook1)    

103. was written on it in a scrawling, feminine hand: I will be there, you 

may be sure. (adventure5)

104. [...]father was dead, and that she blessed the hand which had struck 

him down. (casebook5)

다음의 2개의 문은 환유로 혹은 은유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숙고하 지

만, 최종 으로 은유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매우 가깝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right hand로 표 한 105의 경우와 

취 하는 사건에 한 ‘추리력’을 은유한 106이 그것들이다. 

105. [...] a woman could be. She is my right hand. I do not know what 

I could do [...] (adventure11)  

106. [...]the thing clear to you, for my own hand is so strong that I can 

afford to[...] (casebook6)  

다음의 표  on hand는 ‘사건을 담당하다’라는 은유  의미를 가지는데, 필

자의 코퍼스에서 2개가 발견되었다.15)

14) 지면의 제약으로 각각 1개씩 나타내었다. 

15) 지면의 제약으로 1개씩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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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of the investigation which my friend had on hand, there was 

something in his masterly grasp of[...] (adventure1)

다음의 ‘도와주다(lend a hand)’라는 은유도 2개가 나타났다.

108. [...] of the garden. I lent the ostlers a hand in rubbing down their 

horses, and received in[...] (adventure1)  

‘도와주다’라는 은유 의미로 give가 hand와 결합한 경우도 있었다. 

109. Give me your hand! Have you a cab?"   (adventure6)

‘무엇을 손에 넣다 (get A into one's hand)’라는 은유도 나타난다. 

110. [...] get the end of it into my hand.    (adventure6) 

‘청혼하다 (ask one's hand (in marriage))’라는 은유도 있다.

111. [...], has done me the honour to ask my hand in marriage.  [...] 

(adventure 8)  

‘청혼하려고 하는’ 의미의 은유는 다른 형태, 즉 ‘for one's hand’ 로 

나타나기도 한다.

112. [...] there were already several candidates for her hand, who, if they 

were less eligible from [...] (casebook3)  

‘A를 맡다 have A on hand’는 은유도 발견된다. 

113. I knew that you had an inquiry on hand and that you disliked the 

intrusion of other [...] (adventu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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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다, 때려치우다, 포기하다 throw up one's hand’의 은유  의미도 

나타난다. 

114. Frank wouldn't throw up his hand, though; so he followed me 

there, [...] (adventure10)  

‘건네주다’라는 의미는 ‘hand out’, ‘hand to’, ‘hand’처럼  세 가지 표 을 

가진다. 

115.  He saw her stealthily open the window, hand out the coronet to 

someone in the gloom,[...] (adventure11)  

116. a sucker from the first. Well, sir, I hand it to you; you have me 

beat and ?" (casebook5)  

117. [...] on the subject?" "I believe I could." "Then hand me that little 

box from the mantelpiece."  (casebook6)  

‘(수 에) 가지고 있다’라는 은유  의미를 가진 in hand는 4개가 발견되었

다. 

118. [...] saw him with the coronet in his hand?“  "Oh, but he had only 

picked it up [...] (adventure11)  

119. [...] the threads of this affair all in my hand.  return.03  

120.  which distracted his attention from the matter in hand. And yet, 

without a harshness [...]  (return4)  

121. [...]have no connection whatever with the matter in hand.  (return5)  

‘수 에(넣다, 얻다)’라는 은유도 나타난다.

122. "We are getting some cards in our hand, Watson," said Holmes [...] 

(casebook12)  

123. "Exactly! We have added one card to our hand, Watson, but it 

needs careful playing, [...] (caseboo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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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라는 은유  의미는 hand에 ‘to’ ‘in’ ‘on’처럼 다양한 치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124.  There are no exact details to hand, but the event seems to have 

occurred about [...] (casebook6)  

125. [...] that I had all that evidence in my hand and never knew it! I 

had intended, however, [...] (return10)  

126. [...] I knew he had something on hand. The fact that several 

rough-looking men call [...] (casebook9)  

127. [...] to say that I had important business on hand, and that it was 

impossible for me [...]  (return2)  

표  ‘in hand’ 가 ‘당장’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128. [...], and I proceeded to take the matter in hand, while Stackhurst, 

dazed at this tragedy,[...] (return6)  

표  ‘on hand’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129에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 착수하다’라는 은유  의미를 띄고, 130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그리고 131와 132에서는 ‘알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29. if you come in I'll be on hand also. Don't you forget it." 

(casebook7)  

130. I would only ask you to be on hand about three o'clock, as I 

conceive it [...] (casebook10)  

131. [...] if you had nothing particular on hand, return.07

132. s looked keenly at him.   "Anything remarkable on hand?" he 

asked. (return8)  

‘자유로운 행동(을 하다)’라는 은유  의미를 가진 표  ‘free hand’도 나타

난다. 

133. [...] its recurrence now that we have a free hand. The key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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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chain, Mr. Bennett. (casebook3)  

134. [...] that you will be given a perfectly free hand. Surely the actual 

name of your client is [...] (casebook6)  

‘lay one's hand’라는 표 은 135에서처럼, ‘연락이 닿다’ 혹은 ‘소식을 

알다’ (lay one's hand on) 라는 은유를 가지고, 136에서는 ‘무엇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다.16) 

 
135. had not. "Well, if you can lay your hand upon a Garrideb, there's 

money in it."  (casebook5)  

136. it. Besides, Mr. Holmes, I have laid my hand upon MY man. As to 

this terrible person [...] (return6)  

다음 137에서는 ‘사건을 추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37. [...] funny to see you trying to play a hand with no cards in it.   

 (casebook6)  

무엇을 더 빨리 하게 만들다(force one's hand)라는 은유는 4개가 발견된

다. 

138. [...]but his visit to America forced my hand. (casebook6) 

139. doing of mine, but you have forced my hand. Ralph, tell Mr. 

Godfrey and [...] (casebook8)  

140. me. "This is the gentleman who forced my hand." He unfolded [...]  

(casebook8)  

141.  Mr. Holmes, though how you forced my hand so that I have to tell  

it is [...]  (casebook12) 

다음 142에서는 ‘익숙하다, 련이 있다(have a hand in)’라는 은유가 실

되었다. 

16) 이 표 은 원래  ‘~에게 상처입히다, 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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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Is it possible that he has had a hand in the affair? Cornelius might 

be a broker,[...] (return2)  

‘입수하다(to hand)’라는 은유도 발견된다.

143. and ran as follows:   Important fresh evidence to hand. 

McFarlane's guilt definitely established. (return2)  

‘사방팔방에(on every hand)’의 의미를 가진 은유도 나타난다.

144. [...] the population of to-day, while on every hand enormous 

square-towered churches bristled up [...] (return.3)  

‘~을 찾다(put one's hand on)’의 의미를 가진 은유도 있다. 

145. [...] what bothers me--I can't put my hand on a motive. Here's a 

man dead--[...] (return.10)  

‘냉정하고 침착한(cool hand)’이라는 은유도 나타난다. 

146. "Yes, sir, she must have been a cool hand."   I saw an intent look 

pass over Holmes'[...] (return10)  

‘스스로(by one's own hand)’라는 은유도 있다. 

147. Smith has met his fate by his own hand."   Holmes seemed struck 

by the theory [...] (return10)  

‘알다(at hand)’는 은유도 나타난다.

148. [...] complex explanation when a simpler one is at hand.  

(retur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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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유의 빈도

한국어에서는 8개의 ‘손’ 에서 일반  신체부 의 손은 3개, 은유는 4개, 

환유는 1개가 나타났다. 다른 언어에 비해 지 않은 코퍼스의 규모에도 불

구하고 단지 4개만 은유로 실 된 것은 필자가 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통계 으로 볼 때, 표본크기가 무 작아서 다른 언어와 비교

할 때, 통계학 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기는 무리가 있으나, 모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 에 포함시켜 보았다. 

국어는 네 언어 에서 빈도수에 있어서는 어 다음으로 많았으나, 의

미는 어보다 더 다양했다. 총 473개의 손이 들어간 문에서 은유화를 거쳐 

최종단계로서 굳어진 사자성어가 11개가 나타났으며, 38개가 은유로 쓰 다.

독일어에서 1236개의 문 에서 Hand가 들어간 문은 70개 으며 그 

에서 환유가 1개, 은유는 다만 4개가 쓰 다. 

어는 빈도수로 따질 때는 네 언어에서 가장 많았다. Hand가 들어간 341

개의 문 에서 54개가 은유, 15개가 환유로 쓰 으며 22개가 용어구로 쓰

다. 

네 개 언어에서 은유가 실 된 빈도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신체 개념의 은유  확장  169

통계  유의성이 없는 한국어를 제외하고 세 언어를 비교하면 어가 빈도

수가 가장 많고 국어가 그 다음, 그리고 독일어의 순서로 되어있다.  

4. 마무리

네 개의 언어 에서 어 은유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나, 은유  의미면

에서 보자면 국어가 가장 다양했다. 국어의 38개의 은유 에서 34개가 

재물과 련된 은유 다. 그 에서 4개는 [A는 B]라는 개념  은유의 공

식17)을 빌어 표 하면 [‘손(手)’은  물건이다]라는 개념으로 악되어지는 것

이 4개 발견되었으며,  [‘손(手)’은  그릇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가진 표 은 

14개가 실 되었다. 국어에는 은유화 과정을 거쳐 “--하는 김에”의 문법

의미를 가진 즉 문법화 된 표 도 나타났다. 

한국어 코퍼스는 박완서 34479 어 , 김  59128어 , 은희경 45072어  

과 같이 분량이 많음에도 ‘손’의 은유가 거의 쓰이지 않은 것은 필자의 상

을 빗나가는 의외의 결과 다.  

독일어는 1236개의 문 에서 Hand가 들어간 문은 70개 으며 그 

에서 은유는 다만 4개가 쓰 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각각 4개의 은유가 발견

되었는데, 이 사실도 한 필자의 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다. 

어는 hand가 들어간 341개의 문 에서 54개가 은유, 15개가 환유로 

쓰 으며 22개가 용어구로 쓰 다.

지 까지 신체부  ‘손’의 은유를 조언어학의 에서 계를 고찰해 

보았다. 이로써 은유  표  ‘손’의 기 에 놓여 있는 각 개별언어의 상이한 

인지  개념 체계가 어느 정도 밝 졌으리라 생각한다.  

17) 개념  은유에서 목표 역 A가 근원 역 B로 이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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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metaphorische Erweiterung des Konzeptes von Körperteilen 

- am Beispiel des Konzeptes HAND im Koreanischen, Chinesischen, 

Deutschen und Englischen

Lie, Kangho (Hanyang Univ.)

In diesem Artikel wird die Metapher-Bildung von Körperteilen am Beispiel des 

Konzepts HAND in vier verschiedenen Sprachen untersucht. Der Arbeit liegen die 

Modelle von Kangho Lie (2013) zugrunde, in denen er die ‘Conceptual Blending 

Theory’ von Facuconner weiterentwickelt hat. In diesem Sinne kann dieser Artikel 

als eine Fortsetzung Lies wissenschaftlicher Arbeiten nach 2013 betrachtet werden. 

Bei der Untersuchung der metaphorischen Erweiterung des Konzeptes HAND 

konnte Folgendes festgestellt werden:

Im Englischen kommt die Metapher-Verwendung von HAND am häufigsten vor, 

aber im Chinesischen sind diese Metaphern noch vielfältiger und sprachlich 

ausgeschmückter. Das Hand-Konzept im Chinesischen wird meistens in Bezug auf 

Vermögen konzeptualisiert:. [DIE HAND ALS EIN OBJEKT] tritt viermal und 

[DIE HAND ALS EIN BEH LTER] 14 mal im untersuchten Korpus auf. Im 

Chinesischen kam es erst ganz am Schluß der metaphorischen Verwendung zur 

Grammatikalisierung, deren Funktion man mit der modalen Satzverbindung 

“indem” vergleichen  kann. 

Die Vermutung, dass man auch im Koreanischen die metaphorische Bildung von 

HAND oft Verwendung findet, hat sich nicht bewahrheitet. In der koreanischen als 

auch in der deutschen Sprache gibt es diesbezüglich nur vier Metaphern. Im 

Englischen hingegen findet man verschiedene Metaphern; von insgesamt 341 

Hand-Ausdrücken sind 54 Metaphern.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die unterschiedliche Konzeptualisierung der 

Metapher-Bildung von HAND anhand eines Metaphernrvergleichs in vier 

verschiedenen Sprachen zu verdeut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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