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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김
(경북대학교

1. 서 론
격언으로 흔히 속셜(洛調. 속얻
(理語) • 이언(탬뚫

셰엄(쨌홉) 썽 1다양한 명칭으로 불라는 관용어구

칭하는 말이다. 엮밀한 외띠에서 걱f 썽챙쓸이 지니는 의미에 다소간의 차씩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통속성이나 민중성을 나타내는 선행 요소로서의 속(없) 혹은
이(理)와， 익은 말 마디(語句)를 뜻하는 후행 요소 담(짧 혹은 셜(調， 언훌의 결합

이라는 점에서 통용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도 우선 관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속담이라 불러 두기로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통칭일 뿐 개념 규정에 따라서 속담의 내용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제약
된다. 예컨대 .퉁잔 밑이 어둡다.’. '7]-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퉁은 전형적인
속담이지만 혈장났하혐 자다 오증 싼다

가치면에서 전자￡넓

‘쌀 먹으면 에미 죽는다.’ 퉁온

하케 다륜 씻융f 얄 수 있다. 곧 앞의 것은 일정한

있는 격언이 À] 만 뛰회 것윤 용창1녔하지 짤 것과 쌀 벅지 말 것을 강요하 X
자체는 아무런 j셔씬썩 겠려

합

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격언인 속담이

이다.

그런데도 불구하끄 이캡한 앓칠아 야챔런 구분 없이 속답사전에 함께
것은 속담의 깨닝을 엄격히 규정화찌 앓고 민간에서 혼히 통용되고 있는 말 마다쯤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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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딛고 있는 교훈은 아닌 것이다.

한편 언어 기능으로 보아도 속담은 비유를 바탕으로 발화 유도 기능을 위주로 하는데
위의 예들은 대상 그 자체에 대한 경계에 목적이 있을 뿐 비유의 기능도， 셰로운 발화
유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음올 알 수 있다.

o 쌀 머지 발랴，

이런 것들응 내용적 성격음 설온 엎어 기능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지금까지는 구분 없이 속담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왔다. 그러나 속담을 연구의 대상으
로 삼는 자리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것을 엄밀한 의

미에서의 속담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속언(없훌)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은 접에서

때립성이 명확펙 드러난다.

(1) 표현
속담은 표현 구조가 다양한데 대하여 속언은 표현 구조가 단조롭다. 속담은 표현 구조

가 다양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유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만 속언은 ‘ a 하면 R한다는
복문 구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구조에 의지하여 형태적 유형을 정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속담의 표현 구조〉
。 동잔
。 가는
。 초록 S

。 물은

〈속언의 표현 구조〉

。 윗문이 홉으면 부자 된다.

속담의 기능과 의미

。 어제 며느리. 오늘 시어미. (昨日 I.t.顧， 今日낭貼)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 )
。 호랑이 꼬리 밟는다. (虎m尾잦題힘)

(벌집 건드린다. )
o 백날 설법에 방귀 하나. (百日 (η說法屆---::>)

(십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

그러나 속언은

양한모습으로
하는 삶의 지혜가
그것 때문에 관재구씬

경계하는 전통 사회의 생활의

있는 것이다.

3. 속담의 의미 구조
속담은 짧은 말 마디 속에 철섣한 ~의 지혜를 합축하고 있기 때문에 통삿적인 if.헛
구조와는 다른 의미 구쪼첩 치나자 앞으연 안 된다. 속담의 가치는 교훈성윷
데 있지만. 그것이 평법한 썽썽씨 떠부는 한， 두루 인지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속닙쐐는 옵갖 요헐 지

동원되기 마련이며 그것이 속남외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속담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속담이 짧은

말 속에 절실한 의미를 담으면서도 깊은 인상을 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뜻밖의 비유나 상정을 쓰게 되는 것이다. 곧 주제와는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소재를
어휘나 구절의 차원에서 물어 오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적 차원의 언어재 (言語材)와 주
제적 차원의 언어재를 구멸하는 것이 속담의 의미 분석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가루는 쉴수쫓
것이 목적일 뿐. 가후릎
기를 꿀고 온 것왔

지고 쌍싼 황수록 거칠어진다.’는 말하는 것울
잔 것짜는 쳤혀 !유관한 것과 같다. 그런데도 가루

릎 감각적으로 양갔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것 없이는

록 거칠어진다갈
될 수 없는 것이때，
여기서 주제를 탑고 있한 언어채룹 상작앵으로. 그라고 보조적인 소재적

재를 사각형으로 나타내면서 속담의 의미 구조를 유형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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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형
가장 단순하고 기능척인 형태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문(單文) 형태가 기본이
며， 그 밖에도 단순한 구철. 심지어는 하나의 단어가 속담이 되기도 한다.
。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찰 날 없다.
。천려건토환

。 조는
。 성나

。 나팔용수.
o 개팔자，

。갈모

이러한 형태의 속담은 외형상 소재 차원의 언어재만 나타나 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
나 그것은 단순한 소재 차원에 머툴지 짱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주제를 언중이 쉽게 인지
할 수 있어야 함용 풍환씨다. ‘

많은 나무’라는 주어구와 ‘바람 찰

술어구에서 직강적으문 ι차삭 짧응 쑤뒀”파 .근심 떠날 날 없음’이 인지훨

담으로서의

능융 ;쌀 수 없꺼l 되능 것이대. 소재만으로 주제를 부각시키용

문에 상정적 기능에 의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 속에 주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언중은 쾌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속담으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제를 직접 노출시키게 되면 단순한 샤실의 셜명에 그칠 뿐 속담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성나 바위 차기’ , ‘개팔자’ 동도 주제 자체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주제를

쉽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비록 단순한 형태이지만 속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국인이라면 누구나 ·부질없는 화풀이

‘놀고 먹는 좋은 팔자’ 를 칙감적으로 느낄 수 있

으며， 외국민이싹 하썩싹도 일쩡한 해서 과정을 거치면 곧 주제 의미를

것이다. 그컷올 3 험요효 나삽내했 위와 같은데 사각형의 소재적 언어째
삼각형의 의씨재가 대해 있췄쌀 j뜨려고자 한 것이다.

(낀 대조횡

소재적 언어 싸료(재료재)쟁 잃어접써 주제를 더욱 갑각적으로
현 구조이다. 따라서 문장 형식은 언제나 복문 구조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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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연찬은 언어 자료를 바로 잡아 수록하는 데 돗이 있으므로 언중들이 찰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땅히 바로잡아 수록해야 할 것이다.
이것올 그림으로 표시하면 재료재 (에의 바탕 위에 의미재 (b)가 놓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는 (c) 와 같은 표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히 대청형

꼭 같은 의미째를 병렬시키는 경우이다. 의미재 (a) 와 의미재 쩌)는 동원된 언어 재료만
다를 뿐 지향하는 주제 의미가 같으므로 몇 개를 병렬하더라도 의미재 (a) 하나가 표시했

던 이상의 의미역에 달하지는 못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어반복형의 대칭형 속담이
쓰이는 것은 반복의 과정에서 쾌미감을 느갤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제 의미의 전달올 더

욱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칭형 속담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전구와 훗구가 의미적 퉁가물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도 주제의 전달에 상관이 없는 것이 특정이다.

{ 물에 물탄 이， 술에 술탄 이
술에 술탄 이，

물에 물탄 이.
(a)

{ 염주도 몫몫· 쇠뿔도 각각

(a')

(c)

쇠뿔도 각각. 염주도 몫몫.

{꿀 먹은 뱅어리， 침 먹은 지네

‘

침 먹은 지네， 꿀 먹은 벙어리.

{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

、
、

/

딸 없는 사위， 불 없는 화로.

、、 、

“

“

.‘

、

{ 게으른 년 삼가래 세고· 게으른 놈 책창 센다
께으른 놈 책장 세고， 게으른 년 삼가래 젠다.
껴) 상승형

외형척으로는 대칭형과 같아 보이지만 전구의 의미재(에와 훗구의 의미재 φ) 가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a). (b)가 복합 결합함으로써 체찍 의미장 (c) 를
형성하계 되는데， 이 때 새로 창조되는 의미장 (c) 는 (a)와 (b)를 토대로 하여 좀더 높은
의미역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죄는 지용 대로 (a). 도는 닦는 대로(b).’라는 속담을

기능파 씩이 구조

두고 보면 (에는 죄업에 대한 경계요， (b)는 선업 (善業)에 대한 격려다. 그러나 (a) , (b)

가 복합 성합윷 한 속탐 씬처이의 의띠는 칩와 도를 탤 E 더욱 상총훤 인과응보
報)의 칩려찰 깨우치고 있능 섯이다.

외형적으로는 대칭형 속담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합어 형성의 제약처럼 더욱 절실한 일
차적 의비채가 선행하는 켓이 보통이다
남녀--*여남

동서남북--* 남북동서
떻-(7

영갚 아들
、잉

<

*
.

a

상승형 속담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망 싼 원수 없고， 날 샌 은혜

o

쩨짙 사랑 반 u] 치씨， 자석 자랐 옵 미치기.

o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뼈)는 홉으로 안 온다.

。 행~ 월인 대로， 화싼 지온 대포

(히 벼유형

외형적으로는 대칭형이나 상숭형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대칭형과 상숭형은 전구와
훗구가 작짜 씩미재로 집어 았어서 어
그러나 β1 유행은 전구와 찢가 모두

싼 구절로서도

문형 속땅

설을 할 수

째로 되어 없어서 어느

속담적인 주제 의미를 드러내지 못 한다. 예컨대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
는다.’에써

‘낮 말은 새가 들는다.’

",,,,,,,,,, (7)

‘밥 말은 쥐가 듣는다.’

............ (? )

한 구젤찰 떠|어 놓으변

게체 무엇쩔 땅야고자 하딴지 얄 수가 없다.J런데

퉁해 보이는 재료재 (에와 재료재 (a') 가 복합 결합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의미 단위

(c) 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렴으로 표시하변 다음과 같븐데， 두 재료재가 모
여서 하나씩 새로운 의째홉 창조하겠 과정을 나타내요 었다.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 덜미 집다.

。 놓아 먹다.

。 다리 뻗고잔다.

。 둥을 대다.

。 내친걸음

。 발창구 친다.

。 둥이 단다.

。 선불맞는다.

。 땅파먹는다.

。 미궁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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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도끝도없다.

4. 속언의 의미 구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속언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행위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경구
(警句)로서. 보면적인 진리를 딛고 있는 속담과는 다르다. 그것은 대개 특정한 시대나
샤회의 관습을 반영하는 민간의 행동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은 교훈성은 물론 언어

적 차타르시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 대하여. 속언은
직접적인 행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있올 뿐. 다
양한 의미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속언의 전형적인 표현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하면

g 한다.

관용되는 과정에서 압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내면 구조는 언제나 조건절파 주절을
가지는 복문 구조인 점이 특정이다.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전구와 훗구의 주어는 같은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불장난하면 자다 오줌 싼다. (네가 a 하면 네가 H 한다. )
쌀 먹으면 에미 죽는다. (네가 a 하면 에미가 R 한다. )

이와 같이 단순한 표현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속언이 언중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생명력
을 발휘핸 것은 8 구의 기능에 말미암는다. a 구가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데
대하여 R 구는 일반적인 진술보다는 강화된 표현을 하는 데 특갱이 있는 것이다.
•

쌀먹으면 에미 죽는다.

비 오는 날 머리 감으면 시집갈 때 비 온다.
밤에 빨래 널면 귀신 만난다.

속담의 기능과의미

x

x 하면

x

x한다.

a

ß

주죠한보

죠즈될단」

a

ß

여기서 8구회 *째는 따양하기짜 1냐지반 통왼된 소재 언어에 대한
전혀 없고 금체
압축이 가능해진다，

× ×화(기)률

a
곧 다음과같감

켓씨다.

뺨

며L- 카씨
하-하
난 -α 난 -a

닝동

「||||」

북도

맑a
-짜
B-웹

a

뽑L

-ac-ou·

금제형 속언씩
。 압닭이
。 여자가

。 주었다

。 밥그룻 포개 먹으면 겹상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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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에 담아 먹으면 수염이 안 난다.
o 신발 엎어 두면 재수가 없다.

。 누워셔 먹으면 죽어서 쇠귀신 된다.
。 본처를 배반하면 강물을 못 건넌다.
o 방을 들여 쓸면 딸이 친정에서 죽는다.

。 친정에 바가지 주변 딸이 못 산다.
。 초례챙에서 웃으면 첫 딸 낳는다.
。 여자가 제 고을 장날을 알변 집안이 망한다.

。 여자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다.
0

여자가 부엌에서 노래하면 조왕이 달아난다.

。 북은 콩 까서 먹으면 죽어서 알귀신 된다.
。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참외가 곤다.
o 물 젖은 옷 입으면 애매한 소리 듣는다.

(2)

권장형

R 구의 의미지향이 다를 뿐 형태적으로는 금제형과 다르지 않다.

x

x 하면

x

x 한다.

a

ß

추흐화딸

추즈될단」

a

ß

8 구의 의미 지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권장형 속언은 모두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
하다.

x

x 하면

a

좋다.

ß

X X 해야한다.

a ß
구체척인 보기를 들면 디음과 같다.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국을 많이 먹으면

국량이 넓어진다.

a

ß

국을많이·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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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또

a

ß

국을많이 먹어야한다.

a.ß

이러한 권장형 속언은 α 구률 부정하면 곧 금제형으로 바뀐다.
국을 많이 벅지 않으면 국량이 좁O댄다.

국을 많이 먹지 않으면 해롭다.
a 구에 부정 A}를 깨입시키면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산에서 밥올 먹을 때 고씨네를 않으면 법에게 물려 간다. •
는 반드시 고써네를 해야 한다.

권장형 속언의 보기는 다옴과 같다.
。 유두(流뼈날 논꽂이 하면 용년이 든다.
。 아이는 많이 울려야 목챙이 좋아진다.
。 안주를 빨리 먹어야 손자를 업께 본다.

。 감방에서 나오면 생두부를 먹어야 한다.
o 국을 많이 먹으면 국량댐t)이 넓어진다.

o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자 된다.
0

초저녁 참이 많으면 부자 된다.

。 꽃은 일 많이 하면 죽어서 극락 간다.
。 어른 말율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 뜨거운 것율 찰 먹으면 남의 덕올 본다.

o 뜨거운 것을 찰 만지면 시집가셔 귀염 받는다.
o 몸에 부척융 지니면 재앙이 없어진다.
o 똥짓날 팔축융 먹으면 이듬해 잔병이 없어진다.

산에서 밥을 먹을 때에

(’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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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에 챙솔가지를 걸어 두면 채액을 면한다.

(3) 판단형
속언은 특정한 사회의 행통 윤리를 반영하는 법금(法뽕의 성질이기 때문에 금제형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권장형이라는 것도 표현 형식을 바문 것일 뿐 금제형의 다른 모습

이라 할 수 었다. 그런데 속언 가운데는 인간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운명척
인 가치관을 뺀형하찰 것찰이 있따， 이용바 속신(없信)의 언어적 반영
는 일련의 관용어쭈찰이 3 것이다‘ 어허싼 속언이 형성되고 정착된 데는

올 수 있다. 따떠냐 시때와 사회
사람들은 속였왔 단순에

했F놨데도 속언은 그대로 남게

선 (뚫{풍)으풍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기 어렵다.

。 양 눈캡 샤이가 넓으면 속이 넓다.
。 손가락이 짧으면 부자 된다.

。 윗문씨

o 초저념에 낡아 쩔펀 서i 셈이 어지려워진다.
。 아침에 까치가 울면 재수가 있다.

。 눈캡이 많으면 형제가 많다.
。 눈이 작으면 간이 크다.
。 키가 크변 싱겁다.

。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o 시집 7f는 낮 눈 요띤 부자 흰다.
。 숱가력
。 저녁풍이

결론
지금까지 솜당이라E 짱청찍어 온 첫출 속담과 속언으로 구분하고 그

미 구조를 논하였다. 속담의 주된 의미 기능은 발화 유도 기능에 있으며 그것이 사실에

담의 기능과 잉이 꾸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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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술 기능에 의지하는 속언과 구멸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
울러 속담은 보떤적인 진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쪽의 것이나 유사

송언은 특정한 사때와 확정한 사회의 생훨 경쓸 반영하기 때분에 폭분한 문화
지닌다는 것을 ‘않았다. 동시에 속팀용 저마다 독특한 유챙있로 의미
수행하기 때문애 확얄입 것과 아닌 것‘ 4떼뇌 속언인 것과 아닙 정씩 한계가 분
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속담과 속언의 의미 기능과 의미 구조
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 없었기 때문에 속담을 수집하는 데 속언은 물론. 속담도 속언도

u1 유나 단순한 환용깎청룹야 무질서하게 꺾젝써 했었음을 알게 찌는헤 τ 보기를
같다.

o 7}을 밭은 안 갈아 엎는다.
。 가사에는 규모가 제일이다.

。 사람은 잡기 (雜技)를 해 보아야 마음을 안다.

씩말띠는 팔짜가
싼실한사람이
。1 밖써도 단순한 비유나 환용어구들이 속땅사전에 흉재되어 있는 것윷 쩡 수 있는데

일반적인 환냉흘 나타내는 단순한 씬짧헬 뿐， 속담이나 속언서썩 의미 기

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속담은 한 민족이 지닌 가치 체계에 대한 개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학
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민속학. 민족학적인 관점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정리
었다하겠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