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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earances of the expressions related to the term 

for the eyes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he terms for parts of 
the human body are basic words which a speaker of a certain language 
learns first. These are the words which a foreign learner of the language 
learns even at the beginner’s level. The terms have concrete meaning 
designating the specific parts of the body and, in addition, are used 
metaphorically in idiomatic phrase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e term for the eyes, the most 
frequently used body term in Korean, is reflected in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and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The authors have found out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for the usage of 
the term in the textbooks and the tests. So they propose that deeper 
analyse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the 
proficiency tests may have closer relations with the textbooks and may 
secure validity. (Gwon-Jin Choi, Younghwa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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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신체어는 해당 언어의 사용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 

어휘들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도 목표어의 

신체 어휘를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하게 된다. 신체어는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말로 그 

말 속에는 신체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비유적인 뜻을 갖게 되는 관용 표현들이 

발달해 있다. 신체어의 이러한 확대 의미, 즉 관용 표현을 

익히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목표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재와 한국어 능력시험에 등장하는 신체어 

중에서 ‘눈’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등장하는 ‘눈’관련 표현과 현재 국내 주요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눈’관련 표현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눈’과 관련하여 신체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구사 능력 평가 

시험이 지향하고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2. 연구방법 

먼저 한국어능력시험, 관용구와 신체어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관용구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관용구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관용구 교육의 중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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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관련 표현들의 선행 연구 내용을 통하여‘눈’의 다의성과 

신체 관련 표현들 중 ‘눈’관련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겠다. 

4장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과 출제기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실제 한국어 시험문제 제12회, 제13회, 제14회와 현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에서의 ‘눈’과 관련된 표현의 분석을 

통하여 그 출현 양상을 알아보겠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나는 ‘눈’과 관련된 표현을 비교하여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 후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연구와 신체 관용어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연구 중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기준을 

개발 연구한 김왕규(2001)에서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제 1 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제 5 회 시험까지의 ‘등급별 수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광해(2002)에서는 2002 년 현재까지의 한국에서의 한국어 

능력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평가내용 

평가기준을 밝히고 있다. 고우리(2004)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3 회~6 회까지의 1 급·2 급 어휘·문법 영역의 분석을 통해 

이후의 평가 문항 등급 설정 및 난이도를 조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연하(2005)에서는 TOPIK의 수요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TOPI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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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 같은 실제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신체 관용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숙(1992)은 현대 한국어에서 신체와 관련된 어휘들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관용어 학습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엥흐사롤(2003)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신체 관련 관용구를 대조하여 연구하였고 

조선경(2006)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다의어에 대한 연구 

부족을 문제로 여기고 신체 관련 다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재에서의 다의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김명춘(2007)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신체 관용구의 교육방안을 연구하였다. 

마서(2007)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신체어 소재 관용구를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과 신체 관용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반영된 신체 

관련 표현과 신체 관련 관용어의 양상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었다. 게다가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눈’ 관련 신체어 

표현에 대한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2. 관용구의 의미 

 

2.1. 관용구의 개념 

관용구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관용구를 가리키는 용어도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수련(1936), 강위규(1990), 이종훈(1961)은‘관용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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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황희영(1978)은 ‘익힘말’이라 하였다. 김혜숙(1993)은 

‘익은말’이라 하였다. 이 중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어 온 것은 ‘관용어’이다. 엥흐사롤(2003)은 관용어는 

‘①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말; ② 문법상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나 다년간 관용이 되어 널리 쓰이는 

말’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간행의 국어대사전(2001)에서는 관용구를 

‘①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② 어구(語

句 )나 한 문장이 그것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전체로써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인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관용구는 

그것을 이루는 개별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표현을 말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의미로 

관용구 또는 관용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2. 관용구 교육의 의의 

관용어에 대한 연구로서 김종택(1971), 김규선(1978), 

김문창(1974), 김인한(1983), 박경현(1983, 1984)등이 있는데 

황희영(1978)에서는 익힘말을 “의미소의 표현구조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특정한 사회에서만 다른 뜻으로 자유롭게 통할 

수 있는 말”이라고 개념 정의를 해 놓았다. 그러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한국어만의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문화까지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므로 한국어 학습 단계의 

중급 이상 과정에서의 관용어 학습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3. 신체 관련 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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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체 관련 관용구 

다수의 어휘들 중에서 기본 어휘라 함은 인간의 활동과 매우 

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어휘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 어휘는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 단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익혀지며 외래어의 영향을 덜 받은 어휘들이다. 

인간의 신체의 각 부위와 관련된 어휘들은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습득되는 기초 어휘의 한 부분이다. 기초 어휘에는 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의 내용까지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관용어로 의미 확대가 되어 사용되는 신체어를 

살펴보는 것은 곧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내용과 경험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영숙(1992)은 신체 관련 관용어를 의미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유형, 즉 어휘 의미(lexical meaning)와 은유 

의미(metaphorical meaning)로 나누고 있다. 어휘 의미는 

신체어가 나타내는 직접적인 의미이며, 은유 의미는 신체어의 

직접적인 의미가 확대되어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는 의미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와 관련된 표현 가운데 일부는 어휘 

의미와 은유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휘 

의미는 없이 은유적인 의미만 있는 경우도 있다. 

 

(1) 어휘 의미와 은유의미로 나타나는 경우 

- 머리가 크다  

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머리의 신체 부위가 크다. 

② 성장하다, 자라다. 

- 눈을 뜨다 

①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 감았던 눈을 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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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물의 이치를 자각하다, 알게 되다. 

- 이를 갈다 

  ① 위 아래의 이를 맞부딪히어 소리가 나게 하다. 

② 앙심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다. 

 

(2) 은유 의미로만 나타나는 경우 

- 입이 짧다 

  ① (어휘 의미 없음) 

② 입이 까다로워서 잘 먹지 않는다. 

- 손쉽다 

  ① (어휘 의미 없음) 

② 행동에 옮기기가 쉽다. 

- 얼굴을 세우다 

  ① (어휘 의미 없음) 

② 체면을 유지하다. 

 

3.2. '눈‘의 다의성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눈’을 

표준국어대사전(2001)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의미를 분류하고 

있다. 

1.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척추동물의 경우 안구·시신경 따위로 되어 있어, 외계에서 

들어온 빛은 각막·눈동자·수정체를 지나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굴광체에 의하여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는다. ≒목자(目子). 

눈이 맑다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을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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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다 

눈을 부라리다 

눈을 흘기다 

2. = 시력(視力). 

눈이 좋다 

눈이 밝다 

눈이 나빠 안경을 쓴다 

3.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그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4. ｛‘눈으로’ 꼴로 쓰여｝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다 

의심하는 눈으로 보다 

5. 사람들의 눈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줄 알아라 

6. 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목(目). 

7. [북한어] 자동차나 트랙터 따위의 앞 조명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동차의 눈이 탈곡장을 환히 비치였다. 

 ≪조선말 대사전(1992)≫ 

8. [북한어] 감시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눈≪석보상절(1447)≫ 

<표 1> ‘눈’의 사전적 의미 

   

<표 1>에서 ‘눈’의 의미는 북한어 7 번과 8 번의 의미를 

제외하더라도 6 가지의 의미로 분류될 수 있으며 1 번의 의미를 

‘눈’의 본연의 의미라고 할 때 본래의 뜻 외에도 5 가지의 

의미를 더 가지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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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체 관련 관용구 중 ‘눈’ 관련 표현의 비중 

여기서는 신체 관련 어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눈’과 

관련된 표현을 다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상규 외(2000)에서 밝힌 외부 신체관련 어휘 가운데 

다의성( 多 義 性 )을 가진 어휘들의 의미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빈도수 사용률 빈도 순위 

귀 189 0.0101% 9 

눈 1127 0.0605% 1 

다리 316 0.0170% 7 

머리 604 0.0324% 4 

목 144 0.0077% 10 

발 237 0.0127% 8 

배 548 0.0294% 5 

손 982 0.0527% 3 

어깨 140 0.0075% 11 

얼굴 983 0.0528% 2 

입 478 0.0257% 6 

팔 131 0.0070% 12 

<표 2> 신체관련 어휘 가운데 다의성을 가진 어휘들의  

의미 빈도 비교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와 관련된 어휘 가운데 ‘눈> 

어깨> 손> 다리’의 순서로 눈이 가장 많은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눈’관련 어휘의 의미 빈도수는 빈도 순위가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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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관련 어휘의 빈도수의 9 배에 달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관용어사전에 수록된 신체를 소재로 한 

관용표현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마서, 2007). 

 

頭部 四肢部 胴體部 신

체

부

위 

머

리 

얼

굴 
목 눈 코 귀 입 손

다

리
발

어

깨

가

슴
배 등

허

리

계 64 40 38 79 37 31 54 64 15 48 17 35 12 18 9 

<표 3> 신체관련 관용 표현의 분포 상황 

 

<표 3>에서도 여러 신체부위 관련 관용 표현 가운데 눈’관련 

표현이 단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체관련 어휘의 기본성이나 다른 

신체관련 어휘에 비교한 그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신체 관련 관용 표현 중에서도 ‘눈’과 관련된 표현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눈 관련 표현의 실제 

 

4.1. 한국어 능력 시험 

여기에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4.1.1 목적 및 응시 대상 

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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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 한국어 보급 확대와 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의 대상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다. 

 

4.1.2 시험주관 기관 및 시험시기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출제·인쇄·채점 등 시험시행을 

총괄하고 있다. 

시험은 1년에 2회, 4월과 9월에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에서는 토요일에 아시아에서는 일요일에 시행된다. 

2008년 기준으로 31개국 10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4.1.3 시험 종류 및 시간 

TOPIK은 한국 문화 이해 및 유학 등 학술적 성격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Standard TOPIK, S-TOPIK)’과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Business TOPIK, B-TOPIK)’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며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은 급수 구별이 없다. 

시험시간은 어휘·문법·쓰기로 구성되어 있는 제 1 영역과 

듣기·읽기로 구성된 제 2 영역의 초·중·고급이 영역별로 모두 

90 분으로 동일하며 실무한국어도 제 1 영역과 제 2 영역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그 시험시간은 각각 90 분으로 동일하다. 

 

4.1.4 출제 및 문항구성 

먼저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을 살펴보도록 하면 급수는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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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으로 나뉘며 평가등급은 초급은 1 급과 2 급으로, 

중급은 3 급과 4 급으로 구분되며 고급은 5 급과 6 급으로 

구분된다. 평가 등급은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4.1.5 평가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4 개 

영역 

유형 
객관

식 

단답

형 

작문

형 

객관

식 

객관

식 

객관

식 

문항

수 
30 4~6 1 10 30 30 

배점 100 30 30 40 100 100 

총점 

400 

 

<표 4> TOPIK의 문항구성 

 

객관식 문항은 4 지 선다형으로 1 개의 답을 선택하는 

형식이며 주관식 문항은 쓰기에서 단답형과 작문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단답형은 4 에서 6 문항 출제되는데 문장이나 

문단 완성하기, 문장이나 문단쓰기 등의 형식으로 출제된다. 

작문형은 1 문항이 출제되는데 초급은 초급 150~300 자, 중급 

400~600 자, 고급 700~800 자 쓰기의 조건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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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평가 기준1 

등급 평가기준 

1

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 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초

급 

2

급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 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3

급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중

급 

4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1
  이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한국어교육과 교재 편찬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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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

급 

6

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표 5>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 기준 

 

4.2.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눈 관련 표현2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눈’관련 표현을 

                                            
2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재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시행된 12 회~14 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유형을 보이기 위해 12 회차를 <별첨>에 자료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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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한국어사전>의 분류에 3  따라 기본 의미인 ‘신체의 

일부분의 의미, 시력, 판단, 시선’과 ‘관용구’로 구분하여 

보았다. 분류 시 관용구에도 해당하고 신체 일부분의 의미 외의 

다른 의미에도 해당할 경우 이를 관용구로 구분하였다. 

 

시험 (회) 및 레벨 형    태 구    분 

12 회 초급 1교시 .  

12 회 초급 2 교시 .  

12 회 초급 듣기대본 .  

눈을 붙이다 관용구 
12 회 중급 1 교시 

눈을 사로잡다 관용구 

12 회 중급 2 교시 .  

12 회 중급 듣기대본 .  

(눈물) (합성어) 

눈을 감아주다 관용구 

눈 신체 

12 회 고급 1 교시 

눈길을 주다 관용구 

눈높이를 낮추다 관용구 

눈치를 채다 관용구 

눈 신체 

12 회 고급 2 교시 

눈치를 보다 관용구 

                                            
3
  <연세국어사전>을 사용한 이유는 그 의미의 간결성 때문인데, 이 

사전에서는 ‘눈’의 의미가 <국어대사전>과 1~3 번의 의미 분류는 

같으며, <국어대사전>에서 따로 분류한 4~5 번의 의미는 하나로 줄여 

‘시선’이라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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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 고급 듣기대본 .  

13 회 초급 1 교시 .  

13 회 초급 2 교시 .  

13 회 초급 듣기대본 .  

13 회 중급 1 교시 .  

13 회 중급 2 교시 눈에 띄다 관용구 

13 회 중급 듣기대본 .  

눈 깜짝할 사이 관용구 

눈코 뜰 새 없이 관용구 

눈앞에 보이는 관용구 

13 회 고급 1 교시 

눈길을 끌다 관용구 

눈을 맞추다 관용구 
13 회 고급 2 교시 

눈 신체 

13 회 고급 듣기대본 눈을 맞추다 관용구 

14 회 초급 1 교시 .  

14 회 초급 2 교시 .  

14 회 초급 듣기대본 .  

눈 신체 

(눈동자) (합성어) 14 회 중급 1 교시 

눈에 들어오다 관용구 

눈 신체 
14 회 중급 2 교시 

눈에 보이지 않는 관용구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0, 2009, Sofia 

 -161-

눈 신체 
14 회 중급 듣기대본 

눈 신체 

눈에 불을 켜다 관용구 
14 회 고급 1 교시 

(눈물) (합성어) 

14 회 고급 2 교시 눈에 띄다 관용구 

눈 신체 
14 회 고급 듣기대본 

눈치를 보다 관용구 

<표 6> 한국어 능력시험에서의 ‘눈’관련 표현 

 

<표 6>에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 능력시험의 

초급에서는 ‘눈’관련 표현이 나타날 경우 주로 ‘신체의 

일부분’의 의미로 출제되었으며 중급에서나 고급에서는 관용 

표현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초급에서는 어휘 의미의 

뜻으로 출제되며, 중급에서 고급에서는 은유 의미의 뜻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한국어 교재에서의 눈 관련 표현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눈’관련 

표현을 ‘연세한국어사전’의 분류에 따라 신체 의미인 

‘신체의 일부분의 의미, 시력, 판단, 시선’과 관용구로 

구분하여 보았다. 

 

교  재 형  태 구  분 

눈이 예쁩니다. 신체 경희대 초급 

눈이 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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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아파요 “ 

눈은 왜 그래요? “ 

이대 초급 눈을 감고 ~ 상상해 보세요. “ 

경희대 중급 그 여자는 눈이 얼마나 큰지~ “ 

해적은 애꾸눈을 하고 있었다. (합성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다. 신체 

눈이 크면 무서워하는 것이 많다 “ 

눈 밑에 있는 점 “ 

이대 초급 

그의 눈이 가장 매력적이다. “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 “ 
이대 중급 

눈에서 닭똥만한 눈물이 ~ “ 

바람 때문에 눈도 못 떠요. “ 

십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관용구 연대 중급 

서양 여자처럼 눈도 크고 ~ 신체 

경희대 고급 아침에 눈을 일찍 떴다. “ 

 눈 감고도 집을 찾을 수 있다. “ 

내 눈으로 보니 훨씬 심각하다. 판단 
연대 고급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관용구 

경희대 고급 할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관용구 

눈은 사람의 감정을 보여 준다. 신체 
경희대 중급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시선 

이대 초급 눈은 살아 있는 듯하다. 신체 

연대 중급 슬픔에 젖은 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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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같이 눈이 맑은 여자가 좋다. “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 

경희대 고급 선생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난다. “ 

연세대 고급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 “ 

이대 초급 눈이 충혈되다. “ 

연대 고급 눈이 아프다. “ 

이대 초급 눈이 나빠지다. “ 

눈이 나쁘다. “ 

자식을 죽여 눈을 뜨다.(심청전) 관용구 경희대 중급 

심 봉사의 눈을 고칠 것이다.(심청전) 신체 

연대 중급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전) 관용구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눈이 나빠서 ~ 신체 

눈이 어두워서 잔글씨가 안 보이다. 관용구 

치료하지 않아 눈이 멀다. 관용구 

눈에 잘 맞아 아무것도 안 낀 것 같다. 신체 

전자파가 눈을 해칠까 봐 보안기를 달다. 신체 

연대 고급 

눈 뜬 장님에게 한글을 깨우쳐 주다. 신체 

연대 중급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인다 
시선 

경희대 고급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판단 

이대 고급 금도끼에 눈이 어두워 유혹에 넘어가 버림 관용구 

연대 고급 욕심에 눈이 어둡다 관용구 

경희대 중급 눈이 높다 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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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초급 눈이 높다 관용구 

제 눈에 안경 관용구 

내 눈에는 그 남자가 제일 멋있어 판단 이대 중급 

내 친구의 눈을 믿을 수 없다. 판단 

부모의 눈에는 대견스럽게 보인다. 판단 

네 눈에는 저 남자가 어떠니? 판단 

제 눈에 안경이다. 관용구 

사장님 눈 밖에 날 것이다. 관용구 

연대 고급 

사랑에 눈이 멀다. 관용구 

경희대 중급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시선 

경희대 고급 눈을 맞추다. 시선 

다른 사람들 눈이 있다. 시선 
이대 중급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시선 

<표 6> 한국어 교재에서의 ‘눈’관련 표현4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와 달리 

한국어 교재에서는 '눈‘관련 표현이 초급에서도 관용 표현의 

형태로 그 빈도는 적으나 간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급으로 가면서 신체를 뜻하는 기본 의미도도 쓰이지만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쓰이며, 관용구로서 활발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4
  조선경(2006)의 신체어 분류를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 방향에 맞게 인용하여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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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눈 관련 

표현의 양상 비교 

 

구분 신체 판단 시선 관용구 합  계 

TOPIK 문제 8(29.6%) 0 0 19(70.4%) 27(100%) 

한국어교재 32(54.2%) 5(8.5%) 6(10.2%) 16(27.1%) 59(100%) 

합  계 40(46.5%) 5(5.8%) 6(7.0%) 35(40.7%) 86(100%) 

<표 7>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눈’관련 표현의 비교 

 

한국어 능력시험과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해 보면 TOPIK에서는 눈 관련 표현 가운데 

관용구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에서는 신체의 

일부분으로서의 표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용구 표현은 

그 다음 순위이다. 

여기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은 ‘눈’이라는 어휘를 관용구 

표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재에서는 본연의 

의미인 ‘신체의 일부분’의 의미로서 교재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눈’과 관련된 관용구가 교재와 시험에 어떤 표현 

형태로 출현하며 그 출현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관용구 의미 시험 출현 

횟수 

교재 출현 

횟수 

눈을 붙이다   1   

눈을 사로잡다   1   

눈을 감아주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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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주다   1   

눈높이를 낮추다   1   

눈치를 채다   1   

눈치를 보다   2   

눈에 띄다   2   

눈 깜짝할 사이   1 1 

눈 코 뜰새 없이   1   

눈앞에 보이다   1   

눈길을 끌다   1   

눈을 맞추다   2   

눈에 들어오다   1   

눈에 보이지 않다   1   

눈에 불을 켜다   1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1 

눈을 감다 죽다   1 

눈을 뜨다     2 

눈이 어둡다 시력이 안 좋다   1 

눈이 멀다 시력을 상실하다   1 

눈이 어둡다 유혹에 넘어가다   2 

눈이 높다     2 

제 눈에 안경     2 

눈 밖에 나다     1 

눈이 멀다 빠지다   1 

합  계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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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관용구별 출현 빈도 

 

<표 8>에서는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 문항에 출현한 

관용구들을 모아보고 각각의 관용구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와 

<표 6>에서 분석한 교재에서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재에서 나타나는 관용구와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관용구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결론 

 

한국어 신체어 중에서 ‘눈’은 그 기본 의미와 확대 의미로 

한국어에서 그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말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도 신체어, 구체적으로는 ‘눈’에 대한 표현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관용구와 

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관용구의 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에게는 교육 방향을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출제된 ‘눈’ 관련 

관용 표현과 현재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눈’ 관련 관용 표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재에서는 ‘눈’의 쓰임이 

‘신체, 판단, 시선, 관용구’로 골고루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판단, 시선’의 뜻으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체어’와 ‘관용어’로의 쓰임만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관용구와 시험에 

출제된 관용구를 비교하여 보면 상호 연관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과 공식 평가 영역과의 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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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심하다는 증거이다. 최소한 ‘눈’과 관련된 문제 출제에 

있어서는 평가의 타당도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육 내용, 한국어 교재 내용, 평가 

시험의 문항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간극을 좁혀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험 문항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문항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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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 및 듣기시험 대본 

제 13 회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 및 듣기시험 대본 

제 14 회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 및 듣기시험 대본 

우리말 큰 사전 

표준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인터넷 사이트: http://www.topik.or.kr 

 

 

<별첨> 12 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눈’관련 표현 출제 문항 

 

<12 회 고급 1 교시> 

 

※ [12～1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3. 악어는 잡은 먹이를 다 먹어 치운 뒤에 마치 그 불행한 희생자를 불쌍하게 

여기기라도 하듯 투명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운다. (4 점) 

    ① 여기는 양     ② 여기는 차에 

    ③ 여기는 바람에 ④ 여기는 둥 마는 둥 

 

※ [15～16]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5. (4 점) 

    ① 가끔씩은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아 주어야 한다. 

    ② 경제적인 문제로 바가지를 긁는 것은 부부간에 피해야 할 일이다. 

    ③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에서 손을 

 덜 예정이다. 

    ④ 대학 입시에서 미역국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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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했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 점)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 ㉠ )여행은 

그렇지 않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 ㉡ ) 그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 가기 때문이다. 

19.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이끌려가는 바에야         ② 이끌려가기가 무섭게 

    ③ 이끌려가기 십상이지만     ④ 이끌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20.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느끼자니                  ② 느끼기는커녕 

    ③ 느끼는 것이니만큼         ④ 느끼는 것이기로서니 

 

※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한번도 목수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게 말이 쉽지 머리가 

굵어지고 손이 굳은 뒤에 목수가 되기란 감히 꿈에도 넘볼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어느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중히 

따져 볼 염도 내어 보지 않고 그저 그러고 싶었다는 이야기다. 집 짓는 대목은 

못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무를 주워와 쓸모를 찾는 ( ㉡ )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던 것이다. 

23. ㉠과 바꾸어 쓸 때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3 점) 

    ① 감을 잡아 볼            ② 앞뒤를 재어 볼 

    ③ 눈길을 주어 볼          ④ 귀를 기울여 볼 

 

<12 회 고급 2 교시> 

 

※ [31～3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각 3 점) 

31. 취업하려면 눈높이 낮춰야 

    ① 취업을 하려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② 직장을 구하려면 너무 좋은 조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을 구할 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④ 직장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중요하다. 

 
※ [46～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 주인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가 수염의 맨 위를 어루만지고, 

웬만한 손님이 오면 수염의 중간을, 그리고 대단치 않은 손님이 오면 수염의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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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어루만져서 이를 신호로 쓰기로 아내와 약속했다. 어느 날 손님이 왔다. 

주인은 아내가 볼 수 있도록 수염의 맨 끝을 매만졌다. 술상은 물론 대단치 

않게 준비되어 나왔다. 술도 겨우 석 잔을 따르고 나더니 주인은, “내가 집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술도 안주도 부족하니 매우 미안하오.”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얼마를 지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 주인은 역시 수염 끝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의 수작을 

눈치 챈 그는, “여보게, 오늘은 윗수염을 좀 만지지 그래.” 하고 말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했다. 

46. 이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점) 

    ① 이제부터는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겠다 

    ② 나를 아내에게 정중히 소개하길 바란다 

    ③ 아내가 신호를 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면 좋겠다 

47.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4 점) 

    ①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② 부부는 마음을 합하여 협동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④ 손님이 왔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1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 점) 

여자 : 여러 남성들에게 33 장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여 준 다음,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1 위로 꼽힌 얼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32 명의 얼굴 사진을 모아서 눈, 코, 입, 얼굴형 

등의 평균치를 찾아낸 다음, 조합한 합성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외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여러 번 본 듯한 착각이 들고, 그러한 익숙한 

느낌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① 합성사진을 보면 호감도가 떨어진다. 

    ② 남성은 여성의 외모 차이에 민감하다. 

    ③ 평균적인 외모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④ 32 명의 얼굴 중 장점만을 모아 합성했다. 

 

※ [25～26]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 점) 

여자 : 역사를 기록할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관성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지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냥을 

나선 왕이 그만 말에서 떨어졌지요. 아프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한 왕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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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관을 찾아 손을 잡고, “오늘 일은 쓰지 말아 주게.”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에는 왕이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왕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고 사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현재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5.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① 일화를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② 긴 이야기를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③ 강조할 부분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④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26. 여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예전의 왕은 객관성을 지키려 했다. 

    ② 역사가에게 알맞은 대우를 해 줘야 한다. 

    ③ 역사가는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④ 역사를 배움으로써 객관성을 기를 수 있다. 

 

<12 회 중급 1 교시> 

 

36. 가：많이 피곤할 텐데 좀 쉬세요. 

    나：아니에요. 아까 잠깐 눈을 붙여서 괜찮아요. 

    ① 잠시 잠을 잤더니     ② 조금 눈을 감아서 

    ③ 잠시 눈이 감기니까   ④ 조금 자고 일어나면서 

 

<12 회 중급 2 교시> 

 

※ [59～6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 점) 

리모컨의 발명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재미없으면 간단하게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방송국에서는 

갖은 방법을 다 쓰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수록 교양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오락성도 중요하지만 정보 전달이나 여론 형성 

등의 기능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59. 글쓴이는 요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재미있어서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② 진지한 내용은 어려워서 재미가 없다. 

    ③ 심각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가치가 크다. 

    ④ 오락성 외의 기능이 약해져서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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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②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③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④ 사람들에게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12 회 중급 듣기대본>  

  없음. 

 

<12 회 초급 1 교시>  

  없음. 

 

<12 회 초급 2 교시> 

  없음. 

 

<12 회 초급 듣기대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