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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謝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필자에게 있어 

대만에서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처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리고 정치대학교 석사반에서 처음 한국어 교육 연구를 

시작할 때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의 기대는 글을 잘 쓰는 어학 연구자가 되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력 부족에서 오는 좌절감과 나쁜 인성을 가진 연구자를 만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석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학교와 학과의 어른이신 채련강 교수님과 제 지도 

교수님이신 진경지 교수님께 지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채 

교수님과 진 교수님께서는 뛰어난 학식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먼저, 채 교수님과 진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국어의 어법을 

연구하여 교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학적 연구에서 이론의 해석과

적용, 자료의 이용과 분류, 문장의 구성, 단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제 논문 초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지도해 주셨던 채련강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한국어학에 대한 논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분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육 연구에서 대만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을 고안하도록 이론에서부터 설계, 실습, 

평가, 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지도해 주셨던 진경지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한국어를 어학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능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언제부턴가 저의

자신감이 되어 사후 연구에 대한 열정을 품고 제 한국어 교수에서 명확한

지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하여 두 분 교수님의 모습을 통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지녀야 하는 인성을 배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초고는 이상한 분석과 어색한 문장들 뿐이었는데 그러한 

글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며 저에게 다음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던 채련강 교수님, 분명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실력을 가진 제자를 

포기하시기 보다 용기를 주시며 끝까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워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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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해 주시던 진경지 교수님, 그리고 제자의 요구에 된다고 하시기 보다 

자주 안된다고 하셔서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를 위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시던 지도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연구의 

계승에서 선배 학자로서 후배 연구자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지녀야 할 덕성을 배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의 모습이 언젠가 

저의 학생에게 보이는 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대만에서 학사와 석사의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 동료 연구자와 

후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학을 연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 주신 정의대학교 영국어문학과의 Jason Mattausch 교수님 

Bernard Montoneri 교수님 羅春琳 교수님 黃麗蓉 교수님 張茹茉 교수님, 

좀 더 완성도 높은 제 석사 논문 발표를 위해 자세히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셨던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학과장 정윤도 교수님,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모든 

교수님들,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석사반에서 제 한국어 연구에 영향력 

있는 강의를 해 주셨던 권경근 교수님 양원석 교수님 김영옥 교수님 

정성훈 교수님,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저에게 많은 조언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셨던 진관초 교수님, 저의 중국어 논문을 함께 검토해 주신 

장명민 교수님과 이기동 연구자, 그리고 저의 교육 실험에 참여한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부 105 학번과 106 학번의 후배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석사 논문을 완성하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학업의 여정 가운데에서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0 년 4 월 

대만 정치대학교 중정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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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形式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研究 
 

中文摘要 

 

關鍵字：韓國諺語、語法形式、基本形式、表達形式、諺語教學、諺語引用能力 

本研究聚焦於韓國諺語之語法形式，旨在藉由分析語料，歸納諺語的語法

形式，並運用於實際教學上，以期能結合理論與實務，增進諺語教學之效益。

本研究的目標有二：一、透過辭典及新聞的語料觀察諺語的形式結構，將諺語

的語法形式分為基本形式與表達形式；二、利用上述的諺語形式，設計以形式

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並實施實驗教學，針對臺灣韓語教學中的諺語課程提

出具體的建議。 

本研究選擇在韓國最具代表性的標準國語辭典及十六家新聞之諺語語料

進行分析，探究韓國諺語的語法形式。將辭典的諺語語料，以韓語的語法單位

為標準，挑選分類類型，歸納諺語的基本形式。接著藉由新聞語料檢視諺語形

式的實際使用情形，並與諺語的基本形式比較分析，歸納諺語的表達形式。基

於上述研究，實施「以形式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從溝通與形式相互結合

的教學觀點上，將教學過程分為注意、認識與活化三個階段，設計教學內容時

利用大眾傳播媒體來具體呈現諺語的引用方式，並讓學生能在聽、說、讀、寫

等各語言能力的訓練過程中充分地使用諺語。之後，並以臺灣 C 大學韓國語文

學系學生為對象，透過教學實驗、教學評量及學習滿意度調查，分析本教學的

效益與反思。 

研究結果發現 ， 韓國諺語的語法形式可分為基本形式與表達形式二大類

別：一、基本形式類別可分為「句子型：動詞類、形容詞類、『이다』類」、

「子句型：動詞類、形容詞類」及「詞組型：名詞組類、副詞組類（「副詞＋語

尾或助詞」組）」三個類別；二、表達形式類別可分為「原型」及「變異型：倒

裝詞序類、取代類、添加類、省略類（子句單位、詞組單位、單詞單位）、混

合類」二個類別。另外，透過實施「以形式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後證實本

教學研究有以下實效性：一、以諺語形式內容為主的教學，能提升學習者諺語

引用的能力；二、大眾傳播媒體運用於教學的方式，能引起學習者的學習動機；

三、聽、說、讀、寫能力的訓練，能培養韓語學習者較為完整的語用能力。然

而透過實際教學，也發現一些有待改進的缺失：一、需增加教學時間，簡化教

學內容；二、隨時注意學習者接受程度，調整講解語速。 

筆者盼透過本文提高在韓語教學中對諺語課程的重視度，亦希望讓韓語研

究者與教師注意到諺語形式的原形與不同形式間之變異關係。本研究所抽取出

的諺語語法形式可用於擴增韓語的語言資源，並可作為韓語教師重要的參考資

料，以及韓國語言學研究的素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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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ocus-on-Form in Korean Proverbs Teaching 
 

ABSTRACT 
 

 
Keywords  :  Korean Proverbs, Grammatical form, Basic form, Expression form, Proverbs 

Teaching, Proverb Quotation 

The present dissertation aims to identify the grammatical form in Korean 
proverb and its Application to teaching. The two objectives of the study are: 1) to 
identify the grammatical form of proverb in Korean dictionary and news and to 
classify the grammatical form of proverb as fundamentals and expression; 2) to 
design Course Korean proverb contents and carry out experimental teaching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and advice of the proverbs course in Korean teaching for 
Taiwan learners. 

In the present study, the grammatical form of Korean proverbs are identified 
from the corpus of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16 general office of news. In 
the corpus of the dictionary, the procedures of analysis select the types of proverbs 
on the grammatical unit of Korean as basic and generalize the basic form of proverb. 
In the corpus of news, it investigates the forms of proverb used and compares them 
with the basic form of a proverb to classify the expression form of proverb. Based 
on the above classification, this study design and implement Focus on Form in 
Korean proverb te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Focus on Form teaching method, 
by the teaching process into three categories: attention, cognition and activation, 
this study designs the contents of education: The mass media is actually used in 
teaching proverbs, which are used in the teaching of proverbs, to present the 
citation of proverbs, and to train them to develop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so that students can have channels to review and use proverbs 
correctly. 

As a result, in the study of classifying the grammatical form of proverbs, the 
basic form was classified into three forms: sentence, clause, and phrase. The 
expression form was classified into two forms: circular and variant. In the study of 
Korean proverbs centered on form, the educational effect was demonstrated after 
the educational experiment. The teaching of proverbs centered on grammar form 
had an effect on improving the ability to quote proverbs; The use of mass media in 
teaching had an effect of giving interest to learners and motivation to learn; The 
practice of quoting proverbs in four area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had the effect of enhancing the ability of applied Korean language.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eaching required the increase of the 
allocation of teaching time and the adjustment of the instructor's speaking speed.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e present dissertation on the grammatical 
form in Korean proverb teaching can elucidate the fundamental form of Korean 
proverbs and illustrate variational connections between the original form of proverb 
and someone is unequal to a genre-specific communicative needs. The grammatical 
form of proverb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to enrich existing 
language resources in Korean, and they may also serve as important references for 
Korean teachers and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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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 
 

한국어 초록 

 

주제어 : 한국 속담, 문법형식, 기본형식, 표현형식, 속담 교육, 속담 인용 

 

본 연구는 형식 중심 한국 속담 교육에 필요한 속담의 문법형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서 속담의 형식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속담의 문법 

형식을 분류하는 연구와 형식 중심으로 속담을 교육하는 연구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전과 신문에서 속담의 문법형식을 

관찰하여 속담의 문법형식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교육을 설계하고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본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의 효과를 확인한다.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는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13 개 

신문의 속담 자료를 분석하여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한다. 사전의 속담 

자료에서는 한국어 문법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속담의 기본형식을 

도출한다. 신문의 속담 자료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기본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속담의 표현형식을 도출한다.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형식을 결합한 교수법의 관점에서 주의, 인식, 

활성화의 교수 단계를 사용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교수 내용의 

설계는 대중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속담 인용의 예시를 제시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학습자가 속담을 인용하는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설계한 교육 내용을 대만의 ㅈ대학 

한국어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교육 평가,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본 교육 연구의 효과와 개선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는 연구에서 기본형식은 문장, 

절, 구의 세 형식이 확인되었고 표현형식은 원형과 변이형의 두 형식이 

확인되었다.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연구에서는 교육 실험 실시 후, 교육 

효과를 실증하였다. 속담의 형식 교육은 속담 인용 능력 향상의 효과가 

있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 부여의 효과가 

있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연습은 응용 한국어 능력 신장의 효과가 있었다. 교육 시행을 통한 개선 

사항으로는 교수 시간 배정을 늘리고 교수자의 말하기 속도 조절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속담 형식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길 바라고 한국어의 연구자와 교육자가 속담을 인용하는 다양한 

표현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어 학습자의 속담 인용 

능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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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형식(Focus on Form)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과 

언어 사용 기능에 알맞은 속담의 형식 표현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용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와 의미 

차원의 속담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문법형식 

차원의 속담 교육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화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능력과 인용된 속담을 이해하는 능력은 속담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 속담 교육 내용은 

속담에 대한 의미적 이해에서 나아가 사용 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특정 담화에서 속담의 인용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속담 교육이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게 

어떠한 형식로 표현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며 이에 속담의 형식을 

분석하고 이것을 언어 기능에 맞게 연계하여 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담을 고정적 형식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연구의 교육 내용으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맥락에 맞게 속담의 문법형식을 활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내용의 교수가 쉽지 않다. 즉 속담의 인용 방법 교수에서 속담을 

고정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언어생활에 인용된 속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의 관계를 상관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1)  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있다          

<매일경제, 2013.12.17> 

다. ‘닥터프리즈너’ 뛰는 남궁민 위에, 나는 최원영 [Oh!쎈 리뷰]  

<OSEN,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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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1 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형식이다. (1 나~다)는 

뉴스 기사의 표제어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이다. 예문(1 나~다)는 

기본적으로 예문(1 가)와 같은 속담의 문법형식을 하고 있지만 속담의 

기본형식에 ‘운 좋은 놈’이라는 성분의 추가나 기존에 있던 성분 ‘놈’을 

‘남궁민’과 ‘최영원’이라는 다른 성분으로 교체하는 변이된 표현이다. 즉 

속담은 고정적 형식으로만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이러한 속담의 문법적 형식을 연구하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에서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를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담화에서 표현하는 형식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속담의 문법형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와 함께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첫째,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록된 속담을 

대상으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여 속담 형식의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속담의 기본형식을 기준으로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확인하여 

속담의 표현형식의 유형을 분석하여 밝힌다. 

셋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 내용을 고안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설계한 교육 방안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 실용적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 연구를 제언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 속담에 대한 연구는 속담의 변화 현상에 대한 연구와 속담을 

소재로한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 속담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형식 중심 속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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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속담의 변화 현상에 대한 연구 

 

  속담의 변화 현상은 속담의 사용에서 와전되거나 변용되어 사용되는 

현상이다. 속담의 변화 현상을 다룬 논의로는 이은상(1929), 최범훈(1983), 

최창렬(1995), 진경지(2002), 조항범(2016), 김미순(2017) 등이 있다. 

이은상(1929)에서는 속담의 ‘변화’ 현상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속담의 변화 유형은 ‘유음 변화’, ‘어의적 변화’, ‘부연적 변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첫째, ‘유음적 변화’는 속담의 구성 요소 중의 단어가 

음이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뀐 현상이다. 둘째, ‘어의적 변화’는 속담의 

구성 요소 중의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바뀐 현상이다. 셋째, 

‘부연적 변화’는 속담의 구성 요소에 다른 요소를 더하여 속담의 전체 

구조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세 유형 분류는 속담의 음운, 의미, 형태에 

대한 전반적 변화 유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범훈(1983)에서는 속담에 나타난 난해어의 의미 분석과 함께 속담의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그 원인으로 속담의 구어성과 

구전성을 들었다. 특히, 자음 접변, 구개음화, 모음 변이, 축약 등으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속담 변화의 원인으로 보았다. 

최창렬(1995)에서는 속담의 어원형과 변이형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변이의 형태를 의미적으로 유형화하였다. 속담의 변이형을 유의적 변이형, 

이의적 변이형, 반의적 변이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의적 

변이형은 의미 변화는 없이 어형이 변한 유형이다. 둘째, 이의적 변이형은 

의미와 형태가 모두 바뀐 유형이다. 세째, 반의적 변이형은 의미의 변화가 

반의적으로까지 전환된 유형이다. 이들 유형은 속담의 구성 요소 중에서 

단어만을 변환하여 의미적 변화 형태를 분류한 것일 뿐이다. 속담의 기본 

구성 요소에 단어 이외의 다른 요소의 교체, 다른 요소를 추가, 분절 등의 

변화 양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진경지(2002)에서는 중국 속담과 한국 속담의 비교를 통한 한국 속담의 

변화 현상을 통시적으로 규명하였다. 속담의 생성과 집록에서부터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발전에 따른 변용, 의사소통에서 구전을 통한 속담의 

와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속담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다루었다. 특히 

속담의 근원을 찾아 원형을 복원시키고 의미를 규명하여 속담의 현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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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변화 현상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항범(2016)에서는 변화된 속담을 ‘전와’로 표현하고 그 어원을 

분석하는 논의를 하였다. 어원론적으로 변화된 다섯 가지의 속담에 대한 

본래 의미를 찾아 보고, 속담의 의미 변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김미순(2017)에서는 속담의 의미 변화 현상을 발생 요인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그 요인으로 언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언어적 요인으로 발음상의 오류, 음운 변화, 

유추, 생략 등을 들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지역과 시기의 변동, 문명의 

발달,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식의 변화, 의도적 뒤틀기 등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속담의 변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속담의 

통사적 변화 연구보다는 의미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속담의 통사적 변화 현상 연구는 미진하였다. 속담의 변화 

현상과 관한 의미적 연구는 변용과 와전에 대한 어원을 통한 규명, 요인, 

변화 유형, 결과적 양상 등이 두루 다루어졌지만 통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속담의 통사적 변화 현상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2. 속담을 활용한 교육 연구 

 

속담을 활용한 교육 연구는 한국 문화 교육 연구와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연구의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하여 속담을 활용한 

연구로는 안경화(2001), 이효정(2007), 김나영(2008), 양민정(2009), 

김현숙(2017) 등이 있다. 

안경화(2001)에서는 속담에 반영된 문화적 특징 분석을 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민속자료를 토대로 통시적으로 속담의 소재 및 주제를 

맞추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 분석한 속담의 문화적 특성 자료를 

한국 문화 교육에 이용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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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2007)에서는 속담에 담긴 한국인의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인간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이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어 문화 교육 자료로써 속담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문화 교육을 위하여 속담을 주제별로 제시하고 속담의 문화 

교육적 요소를 분류하였다. 속담의 문화 교육 요소는 ‘낙천적·숙명론적 

인생관, 농경 생활 문화, 유교 문화, 불교와 샤머니즘, 집단 문화’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속담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고 보충·심화 학습 단계에서 속담의 문화 

교육적 요소를 반영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나영(2008)에서는 교훈적 속담과 속담의 어휘에 주목하여 문화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영어권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 교재의 속담을 

분석하고 교훈적인 속담을 선정하여 학습 단계별로 목록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을 위한 교훈적 속담 목록의 구성을 위하여 어휘, 문법 난이도, 

의미 투영도, 영어로의 직역 가능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속담을 

선별하였다. 또한, 고급 단계의 교육에서 문화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한 

‘문화 어휘’가 속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속담 어휘 자료를 이용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민정(2009)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속담을 비교 분석하여 

다문화적 문화 교육을 논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속담에서 각 나라별 

속담의 문화적 요소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의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 언어 사용에 맞게 비유적 

변형되는 속담의 ‘현재적 변용’ 양상도 제시하였다. 

김현숙(2017)에서는 문화 교육에서 주제에 맞는 속담 자료 찾아 

활용하는 교육을 논하였다. 속담과 문화 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속담의 

난이도와 빈도 및 문화 주제 수준을 반영한 위계화 교육 설계를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 설계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속담을 찾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속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양지선(2007), 조현용(2007), 임은하(2013), 김민정(2016), 김경렬(2017) 

등이 있다. 

양지선(2007)에서는 속담을 통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비디오, 그림, 만화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교육 방법 및 속담의 이해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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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문화 교육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속담과 한국 속담을 비교하여 관련성과 보편성을 기준으로 속담을 

추출하여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속담을 통한 한국어와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현용(2007)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 제시된 속담을 

분석하여 교육용 속담 목록을 분류하였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속담은 주제나 난이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아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교육 전문가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의사소통 신장을 위한 속담을 이해용과 표현용 

속담으로 목록을 분류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은하(2013)에서는 속담을 의미적 기본형과 다의미적 표현형으로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속담 사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속담 교육이 문화적 측면에만 치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말하기 중심의 

표현용 속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지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민정(2016)에서는 실생활에서 속담의 활용 표현을 위한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속담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상 대화에서 활용도가 

높은 속담을 단문으로 제시하여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속담을 활용한 새로운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경렬(2017)에서는 속담의 의미 교육 및 문법 특징과 연계한 문법 

교육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문법과 의미 교육의 병행이 한국 속담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속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는 대부분 다른 

나라 속담과 비교·대조하여 한국 문화 교육과 연계하거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였다.  

한국 문화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료로써 속담을 이용하여 속담에 

나타난 학습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대조하여 이해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두 나라의 속담이 갖는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 속담이 

사용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는 어학적으로는 속담의 의미 교육과 

문법 교육이 이루어 졌고 표현 교육 중심의 말하기·쓰기와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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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듣기·읽기의 전 언어 영역을 다양하게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속담의 문법 교육 연구에서 문법적 유형이 체계적 분류하여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언어생활에서 속담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속담의 문법적 기본 형식의 분류에서 실제 한국어 

문장에 사용되는 속담의 표현 형식의 분류까지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속담의 문법 교육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 속담은 짧은 문장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포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 속담은 실제 문장 안에서 인용될 때,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형식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변이형으로 인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속담을 인용한 표현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속담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속담을 인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속담의 문법형식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에 대한 분류 연구와 교육 연구로 

대별한다. 먼저,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에 대한 분류 연구는 사전에 수록된 

속담과 뉴스 기사에 인용된 속담을 비교한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과 13 개 일간신문의 기사에 인용된 속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뉴스 기사는  

2017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6 월 31 일까지 1 년간으로 한정한다.1 사전에 

수록된 속담은 총 9,602 개이고 뉴스 기사에 인용된 속담은 

총 6,326 개이어서 총 15,928 개의 속담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에 대한 교육 연구는 동일한 교육 조건의 

 
1  본 연구에서 가장 최근 뉴스에 인용된 속담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 

수집 시점인 2018 년 6 월부터 1 년 전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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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에 대만소재 ㅈ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전공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학년 전공필수 회화 

과목의 수강생 총 32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 1]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 

 

 

 

3.2. 연구 방법 

 

본고에서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 방법은 형식 중심으로 속담을 분류하는 것이다. 속담이 갖는 모든 

형식을 검토하여서 속담의 일반적인 형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속담 

연구는 대체로 의미 중심의 속담 분류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속담이 표현하는 의미를 섬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미 중심의 속담 분류 연구로는 속담의 문법 체계에서 해당 속담이 

가지는 위치를 규정할 수 없고 사전에 속담 형식과 실제 표현되는 속담 

형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형식 중심의 속담 분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 

첫째, 속담의 문법 체계에서 각 속담의 위치를 문법단위로 규정하여 

속담의 형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도랑이 모여 

대동강이 된다’는 문장 단위이며 ‘티끌 모아 태산’은 구 단위로서 이 두 

속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하나의 의미를 가졌으나 언어 단위로 범주적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둘째, 속담의 기본형식과 표현형식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연구 목적 연구 대상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에 

대한 분류 연구 

 기본형식 :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 9,602 개 

 표현형식 : 13 개 일간신문사와 3 개 방송사의 뉴스 

기사에 인용된 속담 6,743 개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에 

대한 교육 연구 

대만 타이페이 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예행실험 : 4 학년  8 명 

본실험   : 3 학년 3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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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수 있다. 예컨대 ‘살림하는 녀편네가 손이 크다’는 사전에 속담 

형식이고 ‘여자 세 명이 계란 10 개! 오늘도 손 큰 아침’ 2에서 ‘손 큰’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현된 속담 형식이다. 두 형식 모두 ‘살림하는 여자가 

헤프게 살림하여 낭비를 많이 한다’는 의미의 속성을 공유하지만 형식에 

있어서 생략의 변이를 보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문법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실제하는 것이다. 

속담의 문법형식을 설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 

방안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시하여 그 교육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속담 교육 연구는 대체로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속담의 의미를 통한 한국 문화와 사회의 이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으로는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은 화용에서 인용된 속담의 변이 표현의 

이해와 속담의 변이 형식으로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어에는 고정적 형식 외에도 속담을 인용하는 형식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의 원래 형식이고, ‘연서는 단이의 요구에 거절하면서 김칫국부터 엄청 

잘 마신다고 놀렸다’ 3 에서 ‘김칫국부터 엄청 잘 마신다’는 원형의 

후행절만을 사용한 속담의 표현형이고, ‘트럼프 “시리아 주둔 매월 

530 억원 수입” 떡줄 사람은 SDF’ 4 에서 ‘떡줄 사람’은 원형의 일부 

명사구만 사용한 속담의 표현형이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의 의미이고 ‘떡줄 사람’은 ‘해 줄 사람’의 의미여서 

속담의 의미 자질을 갖지만 형식적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속담을 표현하는 

형식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한국어 속담의 형식적인 인용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tvN, 예능, 2019.08.30. 

3 KBS, 연예, 2019.06.21. 

4 서울신문, 국제,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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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의 구성 

 

제 2 장 속담의 개념에서는 한국 속담의 정의와 특징을 중심으로 논한다. 

제 1 절에서는 속담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속담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를 모색한다. 제 2 절에서는 속담의 특징에 대한 이전 논의를 

살펴본다. 

제 3 장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에서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기본형과 

표현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제 1 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을 

자료로 하여 속담의 기본형식을 분류한다. 제 2 절에서는 분류한 속담의 

기본형식을 기준으로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살펴 속담의 

표현형식을 분류한다.  

제 4 장 속담 교육 연구에서는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에 대하여 

논한다. 제 1 절에서는 형식 중심의 교수 원리에 대한 개념, 특징, 교육 

원리 및 효과를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설계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제 3 절에서는 제 2 절에서 구성한 교육 방안을 실제 대만의 교육현장에서 

중화권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평가를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본문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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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속담의 개념 

 

1. 속담의 정의  

 

  한국어 속담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일찍이 조선 숙종 때 학자인 홍만종(洪萬宗)은 ≪순오지(旬五志) 

≫에서 속담이 오래 전부터 전해오고 있음과 성현이나 변사가 사용하는 

속담의 실용성을 기록한 바 있다. 5  그러나, 속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 세기 초부터 이루어졌고 이들은 주로 사전적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학(崔根學, 1978)은 속담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고 

속담으로 사물의 형용에서 예상 외의 효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기문(1997)은 속담이 한 민족 사회에서 대중의 언어임을 지적하였다. 

송재선(1993)은 속담이 광의적으로는 민중들이 사물의 형용에 자주 

사용하는 형태이고 협의적으로는 교훈, 기지, 상상, 경계, 비유, 풍자, 또는 

모든 관찰 경험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원영섭(1993)은 속담이 구어로 전승된다는 점과 지방에 따라 의미가 같은 

다른 낱말로 변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전에서 속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다. 우리가 흔히 언어 

생활에 있어 비근한 예를 들 때, 또는 비꼬아서 말할 때, 또는 익살을 

부릴 때 속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속담이란 말수는 비록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간단한 어구이나, 그 속에는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진리가 들어 있어, 마치 짤막한 비수로 장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寸鐵殺人의 날카로운 힘이 千語萬言의 美辭麗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최근학, 1978) 

나.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서술하는데 쓰이는 관용어구라고 잠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용어구 앞에 “간결한”이라는 관용어를 

 
5  진경지(2002:7-8) : 조선 숙종 때 학자인 洪萬宗(1643~1725)이 쓴 《旬五志》에서는 

속담이 오래 전부터 전해오고 있었음과 홍만종이 성현이나 변사가 다 사용하는 속담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자각했음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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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속담이 지니는 통사적 형식미를 밝힐 수도 있으며, 비유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부차적으로 갖는 “교훈적” 또는 “풍자적”이라는 

말을 더 끼워 넣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송재선, 

1986) 

다. 속된 이야기며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나 그것이 그 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져서 온 민족에게 공통된 

격언이다. (신기철・신용철, 1989) 

라. 광의적으로는 어떤 말이라도 일정한 형을 가지고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속담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의 형용사라 

할지라도 일정한 형을 구비하게 되면 언제나 어떤 종류의 사물을 

형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것을 애용하게 되면 이것을 

속담이라고 하게 된다. 협의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교훈, 기지, 상상, 

경계, 비유, 풍자, 또는 모든 관찰 경험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표현하는 말로서, 즉 인간 생활에 관한 진리를 말할 목적으로 쓰이는 

말을 의미한다. (송재선, 1993) 

마.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간결하게 다듬어진 말로서, 

갑자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방에 따라서 같은 

낱말을 그 지방 고유의 사투리로 변용하여 쓰는 예는 많이 있으나 그 

본디의 뜻이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영섭, 1993) 

바. 문자 그대로 속된 말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것이다. 그 구슬 

같은 한 마디 한 마디는 민족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기문, 1997) 

사. 말은 간결하지만 예로부터 민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 전반에 걸쳐 유용한 교훈과 푸짐한 해학 

그리고 날카로운 경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말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늘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관용적인 

잠언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최창렬, 1999)  

아. 항간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口傳의 형식으로 교훈, 경계, 풍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중들이 향유하는 간결한 어구. (진경지, 2002) 

자.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격언. (최권진, 2007) 

차.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며 속된 

이야기이다. (국립국어원, 2019.01.2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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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나 어떠한 가치에 대한 

견해를,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말. 주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의 형태를 띠며 다양한 종류의 수사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표현의 함축성과 세련성을 잘 보여 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01.23.검색) 

 

  위와 같은 속담에 대한 정의는 속담의 특성, 기능, 형식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담의 정의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핵심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속담의 정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속담의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다. 송재선(1993), 이기문(1997), 

진경지(2002), 최권진(2007)에서는 속담의 주체를 ‘민중’ 또는 

‘민중들’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신기철・신용철(1989), 원형섭(1993) 

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최창렬(1999)에서는 ‘민간인들’이라고 

도 표현하였다. ‘민중’, ‘사람들’, ‘민간인들’ 모두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르는 표현이고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을 의미한다.  

  둘째, 속담이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학(1978), 

최창렬(1999)에서는 속담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사용된다고 하였고, 

신기철・신용철(1989), 송재선(1993), 진경지(2002), 국립국어원(2019) 

에서는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및 ‘사람들 사이’, ‘항간에서’, ‘민간’에서 

사용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이기문(1997) 에서는 ‘민족 사회’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언어 생활’, ‘항간’, ‘사람들 사이’, 

‘항간에서’, ‘민간’ 모두 일반 사람들 사이 즉 ‘한 사회’에서 사용됨을 

의미하고 사람들 사이의 생활 가운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언어 행동과 관계되는 인간의 생활에서 사용됨을 의미한다. 

  셋째, 속담의 전파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학(1978), 국립국어원 

(2019)에서는 속담의 전파 방식을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및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으로 표현하였다. 신기철・신용철(1989), 송재선 

(1993), 원영섭(1995), 최창렬(1999), 진경지(2002)에서는 ‘사람들에 

의하여 널리 퍼져서’, ‘구비(口碑)하게 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입으로 전해지는 口傳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최권진(2007)에서는 ‘널리 구전되는’으로 전파 방식을 표현하였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은 시간적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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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표현이고 ‘사람들에 의하여 널리 퍼져서’, ‘구비(口碑)하게 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입으로 전해지는 

口傳의 형식’, ‘널리 구전되는’은 모두 속담의 도구적 전파 방식의 

표현이어서 속담이 조상으로부터 구비전승(口碑傳承)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속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학(1978)에서는 속담의 기능을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진리가 들어 있어’라고 표현하였다. 송재선(1986), 

최창렬(1999)에서는 ‘교훈적 풍자적’ 및 ‘교훈과 해학’으로 표현하였고, 

이기문(1997), 최권진(2007)에서는 ‘민족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 및 ‘민중의 지혜’라고도 표현하였다. 또한, 

진경지(2002)에서는 ‘교훈, 경계, 풍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하였다.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진리가 들어 있어’, ‘교훈적 풍자적’, 

‘교훈과 해학’, ‘민족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 ‘민중의 

지혜’, ‘교훈, 경계, 풍자 등의 역할을 담당’의 표현은 모두 속담의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통속적인 어구 즉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구절 속에 

교훈, 경계, 풍자 등의 효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담의 정의에 나타난 네 가지 핵심 개념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속담은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것이다.  

나. 속담은 일반 언어 생활에서 사용된다. 

다. 속담은 조상으로부터 구비전승(口碑傳承)이 되었다. 

라. 속담은 통속적인 어구 속에 교훈, 경계, 풍자 등의 효용을 지니는 

말이다. 

 

  따라서, 네 가지의 속담 정의에 나타난 핵심 개념 요소는 한국 사회에서 

속담의 사용자, 사용 장소, 전파 방식, 기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담의 개념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어 속담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속담은 조상으로부터 구비전승(口碑傳承)된 일반 국민이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구절 속에 교훈, 경계, 

풍자 등의 효용을 지니는 말이다.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niv

ers
i t

y

 

15 
 

  이러한 속담의 정의는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격만으로 

한국어 속담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속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속담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속담의 특징 

 

  속담은 일반 민중들의 일상 생활에서 형성되고 전하여 내려온 것으로  

속담의 의미는 사회적 특수성이 묘사되어 있고 표면적으로 의미가 

드러나는 속담도 있지만 어떤 속담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속담의 의미적 구현은 속담의 문장 구조에서 통사의 

규칙이나 제약으로 작용하여 한국어의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 속담의 특징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의미와 통사를 

기준으로 특징을 분류하여 본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속담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속성(卑俗性), 일상성(日常性), 임의성(隨意性), 편의성(便宜性), 

서민성(庶民性), 냉소성(冷笑性) 

심재기(1982a) 

 

나. 간결성, 비유성, 시대성, 교훈성, 관용성, 사회성, 상황성, 통속성, 

일명성 

최성곤(1995) 

 

다. 간결한 표현, 비유적 표현, 수사적 기교, 도덕적, 교훈적, 통속적 

정상진(1996) 

 

라. 사회의 소산물, 민족의 민족성을 반영, 교훈적, 풍자적 기능 

이기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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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결한 표현, 비유적 표현, 관용적 표현, 수사학상의 기교가 다채롭다,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상의 반영, 도덕적· 교훈적, 통속적 

서정수·정달영(1998) 

 

바. 간결성, 운율성, 대구법, 비유법, 우의법 

이진영(1998) 

 

사. 사회의 소산물, 지역의 향토성, 창조되는 시대성, 언중의 생활철학을 

반영,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 형식 

최창렬(1999) 

 

아. 고정적 형태, 간결하고 짧은 문장 

이수미(2000) 

 

자. 수사상 비유 표현, 화용론적으로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 외형 

구조상 조화, 유의 관계를 형성, 어휘는 비속어가 많음, 발화 상황에 

따라 형태의 변화 발생 

이종철(2003) 

 

이들 속담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간, 공간, 기능, 형태 등에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 표현에서 의미와 통사적 변이 양상을 

보인다.6 다음은 속담의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속담의 특징은 시대성이다. 시대성은 최성곤(1995), 

최창렬(1999)이 제시하고 있다. 최성곤(1995)은 ‘시대성’으로 최창렬(1999) 

는 ‘창조되는 시대성’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시대성은 속담이 시대에 따라 

대체되기도 하고 사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딸은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라 서운하고, 시집 보낼 때도 서운하다는 뜻의 속담 ‘딸은 두 

번 서운하다’의 현 시대적 표현은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로 현대에는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시대성이 표현되어 있다.      

둘째, 속담의 특징은 사회성이다. 사회성은 심재기(1982), 최성곤(1995), 

 
6  속담의 의미적 변이를 다룬 연구로는 이은상(1929), 최범훈(1983), 김미순(2015), 

조항범(2016) 등이 있고 속담의 통사 형태적 변이를 다룬 연구로는 최창렬(1995), 

조남호(2008), 김혜령(2016), 노명희(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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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1996), 이기문(1997), 서정수·정달영(1998), 최창렬(1999)이 

제시하고 있다. 최성곤(1995)은 ‘사회성’, ‘상황성’, ‘통속성’으로 

정상진(1996)은 사회적으로 널리 통하는 습관이라는 ‘통속적’으로 

이기문(1997)은 ‘사회의 소산물’로 서정수·정달영(1998)은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상의 반영’으로 최창렬(1999)는 ‘사회의 소산물’ 및 ‘지역의 

향토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심재기(1982a)는 속담의 사회적 특징을 

세분화하여 비속성(卑俗性), 일상성(日常性), 임의성(隨意性), 

편의성(便宜性), 서민성(庶民性), 냉소성(冷笑性)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회성은 속담이 발생한 지역의 향토와 배경이 반영되어서 사회에서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이나 습속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어 속담의 생성 당시가 

농경사회였음을 반영한다. 

  셋째, 속담의 특징은 비유성이다. 비유성은 최성곤(1995), 정상진(1996), 

서정수·정달영(1998), 이진영(1998), 이종철(2003)이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성곤(1995)은 ‘비유성’으로 정상진(1996)와 서정수·정달영(1998) 

은 ‘비유적 표현’으로 이진영(1998)은 ‘비유법은 사용한’으로 

이종철(2003)은 ‘수사상 비유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유성은 속담의 

본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본래의 의미와 유사성이 있는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남을 따라서 제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려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제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을 ‘뱁새’에 ‘남’을 ‘황새’에 비유한 속담이다.  

넷째, 속담의 특징은 풍자성이다. 풍자성은 심재기(1982a), 이기문 

(1997), 이진영(1998), 이종철(2003)이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재기 

(1982a)는 ‘냉소성(冷笑性)’ 으로 이기문(1997)는 ‘풍자적 기능’으로 

이진영(1998)은 ‘우의법을 사용한’으로 이종철(2003)은 ‘화용론적으로 

풍자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풍자성은 속담으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배필은 있다는 의미로 비록 짚으로 만든 신이지만 신은 일반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짝으로 존재하여 짚신에는 짝이 있고 못난 사람을 짚신에 

비유하고 풍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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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속담의 특징은 교훈성이다. 교훈성은 최성곤(1995), 정상진 

(1996), 이기문(1997), 서정수·정달영(1998), 최창렬(1999), 이종철 

(2003)이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성곤(1995)은 ‘교훈성’으로 정상진 

(1996)과 서정수·정달영 (1998)은 ‘교훈적’으로 이기문(1997)은 ‘교훈적 

기능’으로 이종철(2003)은 ‘화용론적으로 교훈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교훈성은 속담에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교화적으로 좋은 대답을 받고 싶으면 질문도 좋게 

해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의 속담이다. 

  여섯째, 속담의 특징은 관용성이다. 관용성은 서정수·정달영(1998), 

이수미(2000)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정수·정달영(1998)은 ‘관용적 

표현’으로 이수미(2000)는 ‘고정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관용성은 

속담이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관습적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수미(2000)에서는 속담의 특징을 비유성, 통사적 특징, 언어학적 특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속담이 구조적으로 고정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어떤 

속담에서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거나 빼고 말하면 속담은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속담이 구조적으로 고정적 

형태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속담의 문법 구조를 고찰하여 형태 

변화 사용 양상을 실증할 것이다.  

일곱째, 속담의 특징은 간결성이다. 간결성은 최성곤(1995), 정상진 

(1996), 서정수·정달영(1998), 이진영(1998), 이수미(2000)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성곤(1995)과 이진영(1998)은 ‘간결성’으로 정상진(1996) 

과 서정수·정달영(1998)은 ‘간결한 표현’으로 이수미(2001)은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결성은 속담이 외형구조가 간결하여 

짧은 어구를 사용하여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화용적 기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으리라는 의미이고 화용적 함축 의미가 통사적 해석과 반의 관계를 

이룬다. 

  여덟째, 속담의 특징은 운율성이다. 운율성은 이진영(1998), 이종철 

(2003)이 제시하고 있다. 이진영(1998)은 ‘운율성’으로 이종철 (2003)은 

‘외형 구조상 조화’로 표현하고 있다. 운율성은 속담이 발음하기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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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나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고 운율적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담 ‘꿩 먹고 알 먹고’, ‘잘 되면 제 탓 , 못되면 조상 탓’은 

음절 ‘먹고’와 단어 ‘탓’을 반복하여 운율적 조화가 있다. 또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는 대구법을 사용한 구조상의 조화이다. 

  위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속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성, 사회성, 비유성, 풍자성, 교훈성, 관용성, 간결성, 운율성 

 

이러한 속담의 통사적 특징은 기본적인 특징이다. 본 연구는 속담의 

문법적 특성에 주목하여 속담이 어떠한 문법적 형태를 띠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속담은 한국어 문장에서 이용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다음 장에서는 속담의 문법적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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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 

 

 

  본 장에서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기본적인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 형식를 살펴 속담의 기본형식을 분류한다. 그 다음,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현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앞서 분류한 

기본형식의 기준에 따라 하여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형식을 살펴 그 

표현형식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속담의 문법형식을 

기본형식과 표현형식으로 제시한다. 

 

 

1. 속담의 기본형식 분류 

 

1.1. 자료 

 

기본적인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을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이 되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에는 많은 한국어사전들이 있으나 7  속담에 대한 표제어와 뜻풀이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한국어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한국어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한 

속담을 제시하고 있어서 속담의 일반적인 문법형식을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관용구와 구별된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를 위해서이다. 

한국어사전마다 관용표현, 관용구, 고정표현, 속담 등의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속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구별하여 속담을 제시하고 있어 관용구와 구별된 속담의 형식 분류 자료로 

적합하다.  

 
7 김태기(1987)는 이제까지 나온 한국어사전은 140 여종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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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포괄적인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를 위해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은 한국어 교재에서의 속담 내용과 속담 사전에서의 독립된 

속담 항목으로 등재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분석된 단일한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속담들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수는 

총 9,602 개로 풍부하며 8  남한과 북한의 다양한 속담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포괄적인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속담의 기본형식 분류 자료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총 9,602 개의 속담을 고찰 자료 대상으로 삼았다.  

 

 

1.2. 분류의 기준 및 방법 

 

  속담의 기본형식은 한국어의 문법단위 9  로 분류한다. 문법단위에 따른 

속담의 분류는 속담의 문법적인 구성에서 서술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구별한다.10 우선 서술성에 따라 속담을 분류하고, 그 다음 서술성이 있는 

속담은 다시 독립성에 따라 분류한다. 

우선 서술성은 서술어의 유무를 의미한다. 즉 속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류하는 

서술성이 없는 구 단위의 속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성은 문장으로써 독립의 유무를 의미한다. 즉 속담이 

독립된 문장으로 존재하는지의 확인이다. 앞에서 분류한 서술성이 있는 

속담은 다시 문장으로써 독립성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별한다.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독립성이 있는 문장 단위의 속담과 독립성이 없는 절 단위의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18.12.31. 

검색> 

9 제민경(2007)・조진수(2018)는 언어의 문법적 단위를 분절적 요소로 보지 않고 소통을 

전제한 생성의 관점과 문식성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특히, 제민경(2007:49)은 언어 

교육을 위한 문법적 단위는 언어 활동에서 주체인 화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 생성의 과정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언어의 기억을 

위한 단위로 단어 단위와 형태소 단위, 언어의 사용을 위한 단위로 문장 단위와 구 

단위, 어절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속담을 사용한 문장 생성을 위한 

속담의 문법적 특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민경(2007)이 제시한 언어의 사용 

단위인 문장, 어절, 구 단위를 기준으로 사전 속담의 형식을 분류한다.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 ‘절’, ‘문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이고,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이고,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는 

것이 원칙이나 때론 생략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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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을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 1] 속담의 기본형식 분류 기준11 

 

  따라서, 속담이 서술어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른 서술성과 

속담이 문장으로 독립하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른 독립성을 기준으로 문장, 

절, 구의 문법단위로 사전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한다.  

 

 

1.3. 분류 결과 

 

1.3.1. 형식 분류 

 

  사전 속담의 형식을 서술성과 독립성의 유무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술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결과, 사전에 수록된 총 9,602 개의 

속담 가운데 서술성이 있는 속담은 7,507 개이었고, 서술성이 없는 속담은 

1,630 개로 나타났다. 서술성에 따른 형식 유형의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2] 서술성에 따른 속담의 유형 분류12 

 

위 서술성에 따른 속담 분류의 [표 3-2]에서, 왼쪽의 서술성이 있는 

속담은 서술어가 모두 용언과 어미의 결합하고 있다. 용언과 결합한 

 
11 표 3-1 속담의 기본형식 분류 기준은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2 표 3-2 서술성에 따른 속담의 유형 분류 표는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서술성 

유 무 

독립성 
유 문장 구 

무 절 X 

분류 기준 서술성 : 유 서술성 : 무 

형식 유형 

용언 + 종결어미 

용언 + 연결어미 

용언 + 명사형전성어미 

체언 + 서술격조사 ‘이다’ 

체언 

체언 + 부사격 조사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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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 종류와 체언과 결합한 서술격조사 ‘이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가.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 

나.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 

(3)  가. 삶은 팥이 싹 나거든 

나. 죽은 죽어서 못 먹고 밥은 바빠서 못 먹고 

(4)  가. 산에서 물고기 잡기 

나. 억지로 절 받기 

(5)  가. 보리밥에 고추장이 제격이다. 

나. 나는 놈마다 장군이다. 

 

첫째는 용언에 종결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2 가)는 동사 ‘닮다’와 

현재형 종결어미 ‘-는다’가 결합한 예이고, (2 나)는 형용사 ‘있다’와 

연결어미 ‘-다’가 결합한 예이다. 둘째는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3 가)는 동사 ‘나다’와 연결어미 ‘-거든’가 결합한 예이고, 

(3 나)는 동사 ‘먹다’와 연결어미 ‘-고’가 결합한 예이다. 셋째는 용언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4 가)는 동사 ‘잡다’와 명사형 

전성어미 ‘-기’의 결합한 예이고, (4 나)는 동사 ‘받다’와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한 예이다. 넷째는 체언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5 가)는 명사 ‘제격’과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예이고, 

(5 나)는 명사 ‘장군’과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예이다. 

위의 [표 3-2]에서 오른쪽의 서술성이 없는 속담은 문법단위 중에서 구 

단위이고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가. 가는 날이 장날 

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7)  가. 가시아비 돈 떼어먹은 놈처럼 

나. 바람 바른 데 탱자 열매같이 

(8)  가. 나도 덩더꿍 너도 덩더꿍 

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첫째는 속담의 마지막 형식 성분이 체언이다. (6 가)에서 명사 ‘장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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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에서 의존명사 ‘듯’으로  속담 형식의 마지막 성분이 체언인 예이다. 

둘째는 속담의 마지막 형식 성분이 체언과 부사격조사의 결합이다. (7 가)는 

속담의 마지막 형식 성분이 명사 ‘놈’과 부사격 조사 ‘처럼’가 결합한 

예이고, (7 나)는 명사 ‘열매’와 격조사 ‘같이’가 결합한 예이다. 셋째는 

속담의 마지막 형식 성분이 수식언이다. (8 가)에서 부사 ‘덩더꿍’과 

(8 나)에서 부사 ‘번쩍’은 속담의 마지막 형식 성분이 수식언인 예이다. 

서술성이 있다는 것은 문법단위 중에서 ‘문장’ 이나 ‘절’에 해당된다. 

‘문장’과 ‘절’의 분류는 독립성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서술성이 

없다는 것은 문법단위에서 ‘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술성이 없는 속담은 

구 형식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앞에서 분류한 서술성이 있는 속담은 다시 문장으로써 독립성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류한다. 독립성에 따른 분류 결과, 독립성이 있는 

속담은 6,060 개이었고 독립성이 없는 속담은 1,447 개이었다. 독립성에 

따른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3] 독립성에 따른 속담의 분류 

 

  위의 [표 3-3]에서 독립성이 있는 서술어는 용언과 종결어미의 결합과 

체언과 서술격조사 ‘이다’의 결합이 있고 독립성이 없는 서술어는 용언과 

연결어미의 결합과 용언과 명사형 전성어미의 결합이 있다. 따라서, 

독립성이 있는 속담은 문장 형식이고 독립성이 없는 속담은 절 형식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문장’형 

         ‘용언’ + 종결어미 

‘체언’ + 서술격조사 ‘이다’ 

    나. ‘절’형 

         ‘용언’ + 연결어미 

         ‘용언’ + 명사형 전성어미 

독립성 유 독립성 무 

용언 + 종결어미 

체언 + 서술격조사 ‘이다’ 

‘용언 + 연결어미’ 

‘용언 + 명사형 전성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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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언’ + 조사 

    다. ‘구’형 

         ‘체언’ 

         ‘체언’ + 부사격 조사 

         ‘부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형식은 서술성과 독립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문장형, 절형, 구형의 세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각 

형식별로 주요 성분의 구성과 빈도를 보인다. 

 

 

1.3.2. 형식 분포 

 

사전 속담의 문법형식은 문장, 절, 구의 세 형식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각 유형별 주요 성분의 분포를 제공하여 사전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를 

실증한다. 

 

1)  문장 형식 

 

  사전 속담의 문법형식 중에서 ‘문장’ 형식은 서술어가 용언과 

종결어미의 결합한다. 문장 형식은 다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동사’형, 

‘형용사’형, ‘이다’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전의 총 9,602 개의 속담 

중에서 문장 형식은 총 6,472 개가 관찰되었다. 다음은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와 어미의 종류와 분포를 살펴본다.  

 

(1)  ‘동사’형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에서 용언이 동사인 속담은 총 6,472 개의 

‘문장’ 형식 속담 중에서 4,019 개의 속담이 관찰되었고 동사의 종류는 

841 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50 개의 고빈도 동사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4] 문장 형식 서술어의 동사 종류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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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4]에서 사전 속담의 고빈도 동사는 ‘하다’이고 총 653 개가 

출현하여 ‘문장’ 형식 속담 중에서 1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다’, ‘보다’, ‘먹다’, ‘나다’ 등의 순으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현빈도 순위 1 위부터 50 위까지의 동사들이 전체 동사의 약 86.3%를 

차지하였는데 동사의 빈도순위는 동사 ‘하다’를 제외한 그 외의 동사들은 

빈도가 6%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418 개의 동사들은 1 번씩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순위 동사 빈도 비율 순위 동사 빈도 비율 

1 하다 653 15% 26 차다 31 0.7% 

2 가다 248 5.7% 27 가리우다 31 0.7% 

3 보다 239 5.5% 28 나무라다 29 0.7% 

4 먹다 237 5.4% 29 놓다 29 0.7% 

5 나다 183 4.2% 30 다리다 29 0.7% 

6 알다 174 4.0% 31 빠지다 29 0.7% 

7 모르다 146 3.7% 32 사다 29 0.7% 

8 되다 144 3.3% 33 싸다 29 0.7% 

9 죽다 112 2.6% 34 자다 29 0.7% 

10 치다 101 2.3% 35 추다 29 0.7% 

11 못하다 96 2.2% 36 낳다 29 0.7% 

12 말다 85 1.9% 37 다니다 27 0.6% 

13 주다 83 1.9% 38 울다 27 0.6% 

14 들다 78 1.8% 39 찾다 26 0.6% 

15 살다 72 1.7% 40 만나다 26 0.6% 

16 오다 70 1.6% 41 잡아먹다 25 0.6% 

17 쓰다 64 1.5% 42 낚다 25 0.6% 

18 잡다 59 1.3% 43 뛰다 25 0.6% 

19 맞다 57 1.3% 44 물다 22 0.5% 

20 떨어지다 48 1.1% 45 웃다 22 0.5% 

21 망하다 36 0.8% 46 붙다 22 0.5% 

22 내다 35 0.8% 47 피다 21 0.5% 

23 짓다 34 0.8% 48 받다 20 0.5% 

24 나오다 33 0.8% 49 팔다 20 0.5% 

25 들어가다 33 0.8% 50 살다 18 0.4%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27 
 

(2)  ‘형용사’형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속담은 총 6,472 개의 문장형식 

속담 중에서 1,920 개의 속담이 관찰되었고 형용사의 종류는 124 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50 개의 고빈도 형용사의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5] 문장 형식 서술어의 형용사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5]에서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형용사는 ‘없다’로 총 139 번 출현하였고 형용사가 서술어인 속담의 전체에 

순위 형용사 빈도 비율 순위 형용사 빈도 비율 

1 없다 139 15.0% 26 길다 6 0.7% 

2 있다 102 11.0% 27 높다 5 0.7% 

3 같다 93 10.0% 28 시원하다 5 0.7% 

4 낫다 83 9.0% 29 작다 5 0.7% 

5 좋다 52 4.2% 30 짜다 5 0.7% 

6 못하다 47 4.0% 31 흐리다 5 0.7% 

7 크다 34 3.3% 32 희다 5 0.7% 

8 많다 33 2.6% 33 고소하다 5 0.7% 

9 어렵다 30 2.3% 34 뜨겁다 5 0.7% 

10 무섭다 21 2.3% 35 무겁다 4 0.7% 

11 다르다 19 2.2% 36 섧다 4 0.7% 

12 아프다 15 1.9% 37 쓰다 4 0.6% 

13 곱다 12 1.8% 38 적다 4 0.6% 

14 쉽다 12 1.8% 39 가난하다 4 0.6% 

15 싫다 11 1.6% 40 귀엽다 4 0.6% 

16 달다 10 1.5% 41 그르다 3 0.6% 

17 아깝다 10 1.3% 42 귀엽다 3 0.6% 

18 맵다 9 1.3% 43 깊다 3 0.6% 

19 밉다 8 1.1% 44 덥다 3 0.6% 

20 어둡다 7 0.8% 45 두텁다 3 0.5% 

21 힘들다 7 0.8% 46 만하다 3 0.5% 

22 멀다 7 0.8% 47 배부르다 3 0.5% 

23 시리다 7 0.8% 48 서운하다 3 0.5% 

24 그만이다 7 0.8% 49 천하다 3 0.5% 

25 검다 6 0.8% 50 고요하다 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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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있다’, ‘같다’, ‘낫다’, ‘좋다’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들은 각각 전체 형용사가 

서술어인 속담에서 6%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124 개 형용사 종류 

중에서 48 개의 형용사는 단 1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3)  ‘이다’형 

 

서술어가 ‘이다’인 속담은 총 6,472 개의 문장형식 속담 중에서 533 개의 

속담이 관찰되었고 동사의 종류는 390 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50 개의 

고빈도 명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6] ‘이다’와 결합하는 명사의 종류와 빈도 

순위 명사 빈도 비율 순위 명사 빈도 비율 

1 돼지 11 2.10% 26 약 3 0.56% 

2 제일 9 1.69% 27 양식 3 0.56% 

3 탓 6 1.12% 28 일 3 0.56% 

4 말 5 0.93% 29 자식 3 0.56% 

5 맛 5 0.93% 30 가재 2 0.38% 

6 것 4 0.75% 31 개꼬리 2 0.38% 

7 돈 4 0.75% 32 거 2 0.38% 

8 셈 4 0.75% 33 곡식 2 0.38% 

9 소리 4 0.75% 34 날개 2 0.38% 

10 저승 4 0.75% 35 넋 2 0.38% 

11 제격 4 0.75% 36 눈물 2 0.38% 

12 흉년 4 0.75% 37 둘 2 0.38% 

13 가지 3 0.56% 38 똥 2 0.38% 

14 강아지 3 0.56% 39 똥구멍 2 0.38% 

15 고기 3 0.56% 40 마련 2 0.38% 

16 노릇 3 0.56% 41 마룻구멍 2 0.38% 

17 딸 3 0.56% 42 먹기 2 0.38% 

18 뜻 3 0.56% 43 물 2 0.38% 

19 밑천 3 0.56% 44 밑 2 0.38% 

20 밥 3 0.56% 45 비 2 0.38% 

21 범 3 0.56% 46 비단 2 0.38% 

22 병 3 0.56% 47 뼈 2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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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6]에서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 ‘이다’와 결합한 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명사는 ‘돼지’로 총 11 번 출현하였고 ‘이다’형 

서술어 속담문 전체에 약 2.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그만’, 

‘탓’, ‘말’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 속담문에 

비하여 각 명사의 빈도가 균일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390 개 명사 종류 

중에서 310 개의 명사는 단 1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4)  종결어미 

 

 ‘문장’ 형식 속담의 서술어에서 용언과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총 

5,939 개이다. 이 종결어미의 종류와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7] 문장 형식 종결어미13의 종류과 빈도 

 

위의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형식의 서술어에서 용언과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평서형으로 87.43%이다. 즉 속담은 평서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다’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문형이 9.5%, 명령형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절 형식의 

분포를 살펴본다. 

 
13 종결어미 분류는 이익섭(2005)에서 제시한 종결어미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23 보배 3 0.56% 48 사람 2 0.38% 

24 새 3 0.56% 49 사흘 2 0.38% 

25 아들 3 0.56% 50 폭 2 0.38% 

 종결어미 빈도 비율 

평서형 -(는)다, -(으)마, -(으)ㄹ걸, -오, -리다, -(으)ㄹ라, 

-도다, -꼬, -리  

5,187 87.3% 

의문형 -가, -(으)냐, -느냐, -(으)니, -까, -지, -아, -소, -

(는)고, -랴 

564 9.5% 

명령형 -(아/어/여)라, 이라 166 2.8% 

청유형 -자, -지 10 0.2% 

감탄형 -(는)구나, -(는)군 8 0.1% 

인용형 -단다, -대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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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형식 

 

사전 속담의 문법형식 중에서 ‘절’ 형식은 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동사’형, ‘형용사’형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전에 총 9,602 개의 속담 

중에서 ‘절’ 형식은 총 1,277 개이었다. 절 형식에 술어의 성분은 용언과 

어미 또는 조사로 구성된다. 다음은 각 성분의 빈도를 살펴본다. 

 

 

(1)  동사 

 

절 형식의 술어에서 동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동사는 총 1,270 개이었고 

그 종류는 412 개로 나타났다. 먼저 그 동사 중에서 고빈도 동사의 종류와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8] 절 형식 술어 동사의 종류와 빈도 

순위 명사 빈도 비율 순위 명사 빈도 비율 

1 먹다 50 4.0% 26 바라다 6 0.5% 

2 보다 30 2.4% 27 받다 6 0.5% 

3 쳐다보다 23 1.8% 28 주다 6 0.5% 

4 치다 23 1.8% 29 캐다 6 0.5% 

5 잡다 20 1.6% 30 꼬다 5 0.4% 

6 가다 18 1.4% 31 꾸짖다 5 0.4% 

7 차다 17 1.3% 32 믿다 5 0.4% 

8 박다 15 1.2% 33 넘어가다 5 0.4% 

9 기다리다 11 0.9% 34 던지다 5 0.4% 

10 찾다 11 0.9% 35 드나들다 5 0.4% 

11 내다 10 0.8% 36 뛰어들다 5 0.4% 

12 대다 9 0.7% 37 매다 5 0.4% 

13 모이다 9 0.7% 38 베다 5 0.4% 

14 다니다 8 0.6% 39 읽다 5 0.4% 

15 돌다 8 0.6% 40 타다 5 0.4% 

16 맞다 8 0.6% 41 하다 5 0.4%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31 
 

 

  위의 [표 3-8]와 같이 절 형식의 술어 ‘동사’ 중에서 ‘먹다’가 50 번 

출현하여 전체의 4%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동사 

‘보다’, ‘쳐다보다’, ‘치다’, ‘잡다’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246 개 종류의 

동사는 각각 1 번씩 출현하였다. 

 

 

(2)  형용사 

 

  다음은 ‘절’ 형식의 술어가 형용사인 속담의 빈도를 살펴본다. ‘절’ 

형식의 술어가 형용사인 속담은 7 개이고 형용사의 종류는 4 가지로 

나타났다. 그 형용사의 종류와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9] 절 형식의 술어 형용사의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9]에서 절 형식에 술어의 형용사는 4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있다’가 4 번 출현하여 57.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잦다’, 

‘좋다’, ‘희다’가 각각 1 번씩 출현하여 비율이 14.3%를 차지하였다. 

 

 

(3)  어미 및 조사 

17 놓다 7 0.6% 42 감추다 4 0.4% 

18 뱉다 7 0.6% 43 건너다 4 0.4% 

19 붓다 7 0.6% 44 나다 4 0.4% 

20 잡아먹다 7 0.6% 45 넣다 4 0.4% 

21 끓다 7 0.6% 46 다가오다 4 0.4% 

22 굴리다 6 0.5% 47 닮다 4 0.4% 

23 긁다 6 0.5% 48 뒤다 4 0.4% 

24 누다 6 0.5% 49 들어가다 4 0.4% 

25 들여다보다 6 0.5% 50 재다 4 0.4% 

순위 형용사 빈도 비율 

1 있다 4 57.1% 

2 잦다 1 14.3% 

3 좋다 1 14.3% 

4 희다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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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절 형식의 술어에 어미 및 조사의 분포를 살펴본다. 절 형식 

속담의 술어에서 용언과 결합한 어미는 연결어미와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조사도 나타났다. 총 1,285 개의 절 형식 속담에서 연결어미 903 개, 

명사형 전성어미 370 개 그리고 조사 4 개가 관찰되었다. 절 형식의 술어에 

어미 및 조사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10] 절 형식 술어에 어미 및 조사의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10]에서 절 형식 술어에 어미 및 조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결어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서 7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명사형 

전성어미가 많이 나타났고 조사는 0.2%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미 및 

조사의 종류에서는 연결어미 ‘-듯’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다음은 구 

형식 속담의 분포를 살펴본다. 

 

 

 

3)  구 형식 

 

구 형식은 서술어가 없는 형식을 의미한다. 사전에 총 9,602 개의 속담 

중에서 구 형식은 총 2,257 개로 나타났다. 구 형식은 명사구와 부사구로 

분류된다. 또한, 부사구는 ‘체언+조사’형과 ‘부사’형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각 성분의 빈도를 살펴본다. 

 

 

(1)  명사구 

 

  총 2,257 개의 구 형식 중에서 구 형식에서 명사구형은 1,791 개가 

나타났는데, 그 종류는 809 개이었다. 그 중에서 고빈도 명사의 종류와 

 종류 빈도 비율 

연결어미 

-듯, -고, -게, -아/어, -니, -거든, -

나마나, -라도, -건, -더라도, -도록, -거나, 

-든, -서야, -서 

903 70.8% 

명사형 전성어미 -기, -음 370 29% 

조사 -야, -도 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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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11] 구 형식 체언형의 명사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11]에서 체언형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명사는 ‘격’이고 

비율이 14.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놈’ 8.9%, ‘듯’ 6.9%, ‘소리’ 6.9%, 

‘셈’ 6.0%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이 중에서 상위 10 개 명사는 출현 

비율이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일부의 명사만이 자주 출현하였다. 

한편, 809 개의 명사 종류 중에서 611 개는 단 한 번씩 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순위 명사 빈도 비율 순위 명사 빈도 비율 

1 격 266 14.9% 26 일 6 0.3% 

2 놈 160 8.9% 27 강아지 6 0.3% 

3 듯 123 6.9% 28 구경 5 0.3% 

4 소리 123 6.9% 29 데 5 0.3% 

5 셈 108 6.0% 30 범 5 0.3% 

6 탓 97 5.4% 31 년 5 0.3% 

7 것 16 0.9% 32 상팔자 5 0.3% 

8 제일 11 0.6% 33 송곳 5 0.3% 

9 개 10 0.6% 34 송아지 5 0.3% 

10 노릇 10 0.6% 35 신세 5 0.3% 

11 고기 9 0.5% 36 싸움 5 0.3% 

12 소 9 0.5% 37 약방문 5 0.3% 

13 걸음 8 0.4% 38 일반 5 0.3% 

14 떡 8 0.4% 39 중 5 0.3% 

15 말 8 0.4% 40 쥐 5 0.3% 

16 사람 8 0.4% 41 포수 5 0.3% 

17 새 8 0.4% 42 개똥 5 0.3% 

18 원수 8 0.4% 43 걱정 4 0.2% 

19 장사 8 0.4% 44 고양이 4 0.2% 

20 장수 7 0.4% 45 구슬 4 0.2% 

21 팔자 6 0.3% 46 낫걸이 4 0.2% 

22 날 6 0.3% 47 맞잡이 4 0.2% 

23 도둑놈 6 0.3% 48 물 4 0.2% 

24 병 6 0.3% 49 반찬 4 0.2% 

25 상 6 0.3% 50 보배 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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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구 

 

  구 형식에서 부사구형은 총 1,853 개의 구 형식 중에서 62 개로 

나타났다. 부사구형은 다시 ‘체언+조사’형과 ‘부사’형으로 분류한다. 먼저 

‘체언+조사’형의 체언과 조사의 분포를 살펴본다. 

 

 

가.  ‘체언+조사’형 

 

  부사구형에서 ‘체언+조사’형은 51 개이고 그 종류는 48 개로 나타났다. 

먼저 체언은 모두 명사로 나타났고, 그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12] ‘체언+조사’형에서 명사의 종류와 빈도 

순위 명사 빈도 비율 순위 명사 빈도 비율 

1 눈물 3 5% 25 일 1 2% 

2 놈 2 3% 26 팔자 1 2% 

3 강아지 1 2% 27 구경 1 2% 

4 걸음 1 2% 28 데 1 2% 

5 고양이 1 2% 29 범 1 2% 

6 까마귀 1 2% 30 년 1 2% 

7 도둑개 1 2% 31 상팔자 1 2% 

8 돈 1 2% 32 송곳 1 2% 

9 륭대기 1 2% 33 송아지 1 2% 

10 머슴 1 2% 34 신세 1 2% 

11 모퉁이 1 2% 35 싸움 1 2% 

12 물고기 1 2% 36 약방문 1 2% 

13 벗 1 2% 37 일반 1 2% 

14 볼기 1 2% 38 중 1 2% 

15 사람 1 2% 39 쥐 1 2% 

16 새댁 1 2% 40 포수 1 2% 

17 서울 1 2% 41 개똥 1 2% 

18 소 1 2% 42 걱정 1 2% 

19 솔개 1 2% 43 구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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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12]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명사는 ‘눈물’로 3 번 출현하여 

6.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명사 ‘놈’으로 2 번 출현하였다. 명사 

‘눈물’과 ‘놈’을 제외한 45 가지의 명사들은 단 1 번씨 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다음은 ‘체언+조사’형에서 조사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본다. 총 48 개의 

조사를 추출했고 9 개 종류의 조사가 있었다. ‘체언+조사’형에서 조사의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13] ‘체언+조사’형에 조사의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13]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조사는 ‘처럼’으로 11 번 출현하여 

23%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조사 ‘이나’는 9 번, 조사 

‘같이’는 8 번 출현하였다. 총 9 개의 조사 중에서 상위 4 개의 조사인 ‘처럼’, 

‘이나’, ‘같이’, ‘만큼’이 전체에 71%를 차지하여서 가장 자주 쓰였다. 조사 

‘이라고’, ‘이라도’, ‘로’는 각각 3 번씩 출현하였고 조사 ‘뿐’과 ‘부터’는 각각 

2 번씩 출현하였다. 

 

 

나.  ‘부사’형 

20 할아버지 1 2% 44 낫걸이 1 2% 

21 콩나물 1 2% 45 맞잡이 1 2% 

22 한가위 1 2% 46 물 1 2% 

23 해장국 1 2% 47 바늘 1 2% 

24 힘 1 2% 48 사내 1 2% 

순위 조사 빈도 비율 

1 -처럼 11 23% 

2 -(이)나 9 18% 

3 -같이 8 16.8% 

4 -만큼 7 13.2% 

5 -(이)라고 3 7% 

6 -(이)라도 3 7% 

7 -로 3 7% 

8 -뿐 2 4% 

9 -부터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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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구 형식에서 부사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총 452 개의 부사구 

형식에서 총 11 개의 부사가 관찰되었고 그 종류는 10 개로 나타났다. 

부사형의 부사 종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14] 부사형에 부사의 종류와 빈도 

 

  위의 [표 3-14]에서 부사형의 부사 10 개 가운데 ‘각각’이 2 번 출현하여 

1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9 개의 부사는 각각 1 번씩 출현하였다. 

   

 

  

2. 속담의 표현형식 분류 

 

2.1. 자료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현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언어생활에 한 영역인 뉴스에 인용된 속담을 추출하여 자료로 사용한다. 

뉴스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언어로 표현한다. 작게는 

지방에서 전 세계 각 곳의 소식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영역의 소식을 언어로 전한다. 따라서 뉴스에 

인용된 속담 형식의 자료는 언어생활에 표현된 포괄적인 속담의 형식 

분류를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 표현형식 분류를 위하여 수집한 속담 

순위 부사 빈도 비율 

1 각각 2  19% 

2 골고루 1 9% 

3 그만 1 9% 

4 끄덕 1 9% 

5 내미락네미락 1 9% 

6 내미룩네미룩 1 9% 

7 덩더쿵 1 9% 

8 뚝딱 1 9% 

9 번쩍 1 9% 

10 오르락내리락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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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뉴스 : 

13 개 일간신문사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데일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 개 방송사14 – KBS, MBC, SBS 

 

기간 :  

2017 년 7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기사 영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제외한 기사 영역 :  

이미지 광고, 인사, 부고, 공고/고시, 오늘의 날씨, 주가, 경기, 운세, TV 

편성표 등의 고정분야제목 

 

  표현형식 분류를 위한 속담 자료는 한국내 13 개 일간신문사의 1 년 

동안의 일부 기사 영역을 제외한 주요 기사에서 인용된 6,743 개의 

속담표현을 추출하였다. 뉴스 텍스트 자료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15  신문 

검색을 이용하였다. 2017 년 7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일 년 동안의 뉴스 

기사에서 총 541,160 개의 뉴스를 수집하였다. 단, 광고와 고정 기사 제목 

등은 분석과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사가 

44,136 개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사가 28,896 개로 가장 적었다. 

 

 

2.2. 분류의 기준 및 방법 

 

 
14 KBS(한국방송공사, Korean Broadcasting Syste), MBC(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SBS(에스비에스, Seoul Broadcasting Syste) 

15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네이버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텍스트로 뉴스속보, TV 뉴스, 

포토뉴스, 날씨, 뉴스 Poll, 핫이슈, 날씨, 증시 등을 제공한다. 언론사, 기간, 유형, 영역, 

기자명 등으로 뉴스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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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의 표현형식은 기본형식과의 대조를 통하여 분류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대조를 통한 분류 방법을 사용한다.  

  키스(Kiss,1998)의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의 방법에서는 

초점(focus)을 통한 문법 형태적 접근을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대조의 

방법을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과 확인 초점(Identification Focus)의 

두 초점으로 나누어 정보 초점을 기준으로 확인 초점인 분석 대상을 

관찰하여 영어와 헝가리어에서 언어 사용의 특징을 문법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키스의 대조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속담의 표현형식을 

분류한다. 

  따라서,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표현형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전 

속담에서 분류한 기본형식을 기준으로 대조한다. 속담의 기본형식을 정보 

초점으로 하고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형식을 확인 초점으로 하여 속담의 

형식적 변화 양상을 관찰하여 표현형식을 도출한다.  

 

 

2.3. 분류 결과 

 

앞서 분류한 속담의 기본형식을 정보 초점으로 하여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관찰하여 속담의 표현형식은 원형과 변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1. 원형 

 

원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을 그대로 인용한 표현형식이다. 16  원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9)  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 

         나. “공든 탑이 무너지랴” 365mc, 세계 최초 지방흡입수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눈앞 

<경향신문 건강・의학 2017.08.03.> 

(10) 가. 하늘에 별 따기 / 

 
16  본 연구에서 형식의 변이는 문법단위 내에 주요 성분의 변화를 확인한다. 조사나 

어미만 교체한 변이는 원형 표현형식으로 본다.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39 
 

         나. 설상가상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달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 상황이다. 

          <경향신문 지역 2017.11.16.> 

(11)  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 

          나. [SS 차이나톡]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탕웨이, 건강 회복 후 열일 

행보 

<서울신문 연예 2018.08.01.> 

 

예문 (9 나)는 문장형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를 기본형식 그대로 

인용한 표현의 예이다. 예문 (10 나)는 절형 속담 ‘하늘에서 별 따기’의 

기본형식에 다른 변화 없이 명사절로 그대로 표현되었다. 예문 (11 나)는 

구형 속담 ‘북 치고 장구 치고’의 기본형식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원형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음은 조사나 어미만의 교체된 원형 표현의 예이다. 

 

(12)   공든 탑이 무너지랴 / 

         가. 오만이 부른 ‘갑질’… 공든 탑이 무너진다 

<세계일보 문화 2018.04.20.> 

       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일보 영상 2018.01.11.> 

 

(1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 

         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서울신문 사설 2018.05.28.> 

나. 기존에는 감사위원 3 명을 이사회에서 뽑게 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서울신문 퍼블릭뉴스 2017.12.18.> 

 

예문 (12)과 (13)은 문장형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의 속담 표현들이다. 예문 (12 가)과 (13 가)는 속담의 

기본형식에 현재형 종결어미를 결합한 표현이다. 예문 (12 나)과 (13 나)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종결어미를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으로 바꾸어 

관형절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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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변이형식 

 

변이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에 변화가 있는 표현이다. 변화 요인으로는 

어순 도치, 교체, 추가, 생략이 있다. 속담의 변이형은 도치형, 교체형, 

추가형, 생략형, 혼합형의 다섯 가지 형식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도치형 

 

  도치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에 있는 성분을 도치한 표현이다. 다음은 

어순도치형 속담 표현의 예이다. 

 

(14)  공든 탑이 무너지랴 / 

가. ‘음주파문’ 준케이 공식사과…활동 직전 무너진 공든 탑 

<서울신문 연예 2018.02.14.> 

(15)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 

가.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수리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 설치 

<중앙일보 사회 2017.12.25.> 

 

위의 예문(14)와 (15)는 문장형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의 속담 표현이다. 예문 (14 가)과 (15 가)는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각각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한 

표현이다. 두 예문 모두 어순도치의 형식 변화는 있지만 의미의 변화는 

없다. 

 

 

2)  교체형 

 

교체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에 하나 이상의 성분을 다른 단어로 교체한 

변이형 표현이다. 다음은 변이형의 예이다. 

 

(16)  형만 한 아우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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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인기 능가하는 ‘리뉴얼’ 제품…“형만 한 아우 있네”  

<아시아투데이 경제 2018.01.29.> 

(17)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계란도 ‘이력제’ 도입…닭 잃고 양계장 고치나   

<아시아투데이 경제 2017.09.03.> 

 

(18)  하늘에 별 따기(摘天星) / 

[체험기] 하늘의 '금'따기, 엑소스 히어로즈 

<서울신문 생활문화 2018.11.27.> 

(19)  물 만난 오리걸음 / 

111 개 댐·정수장 중기에 개방 … 물 만난 물 기업 

<중앙일보 경제 2017.11.13.> 

 

예문 (16)은 문장형 속담 ‘형만 한 아우 없다’의 기본형식에서 부정 

서술어 ‘없다’를 긍정 서술어 ‘있다’로 교체한 변이형이고 형식의 변이로 

인하여 의미도 반대로 바뀌었다. 예문 (17)은 문장형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의 기본형식에서 단어 ‘소’과 ‘외양간’을 ‘닭’과 ‘양계장’으로 교체한 

변이형 표현이다. 단어의 교체로 인한 의미의 변화는 있지만 원래 속담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예문(18)은 절형 속담 ‘하늘에 별 따기’의 

기본형식에서 단어 ‘별’을 ‘금’으로 교체한 변이형 표현이다. 단어의 교체로 

인한 의미 변화는 있지만 기존 속담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예문(19)는 

구형 속담 ‘물 만난 오리걸음’의 기본형식에 단어 ‘오리걸음’을 ‘물 

기업’으로 교체한 변이형 표현이다. 단어의 교체로 인하여 ‘물을 보고 

반가워 달려가는 오리걸음 같다’는 속담 원래의 의미와 유사한 ‘물 산업의 

활성화’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3)  추가형 

 

추가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에 다른 성분을 추가한 표현이다. 추가 변이형 

속담은 기본형식에 다른 성분의 추가로 인하여 원래 의미에도 다른 의미의 

추가가 있다. 다음은 추가형 속담 표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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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이준석 “소문난 잔치에 그다지 먹을 건 없었던 듯” 

<중앙일보 정치 2018.06.12.> 

(21)  북 치고 장구 치고 / 

“이승우 북치고 백승호 장구 친 리틀 태극전사, 아르헨도 넘고 가뿐하게 

16 강…” 

<서울경제 스포츠 2017.5.23.> 

(22)  마른 하늘에 날벼락 / 

[딱풀경제] ‘마른하늘에 추석물가 날벼락’?! 

<SBS, 경제, 2017.09.25.> 

 

예문(20)은 문장형 속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의 기본형식에 

부사 ‘그다지’를 추가한 표현이다. 부사의 수식으로 인하여 기본 서술어의 

의미 ‘먹을 것 없다’에 부가하여 ‘별로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다’의 

의미가 되었다. 예문(21)은 절형 속담 ‘북 치고 장구 치고’의 기본형식에 

단어 ‘백승호’를 추가한 변이형 표현이다. 속담의 기본형식에 명사를 

추가하여 속담의 원래 의미인 ‘혼자서 이일 저일 다하다’의 의미가 

‘이승우가 북 치고 백승호가 장구 치다’의 의미로 바뀌었다. 예문(22)는 

구형 속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의 기본형식에 명사 ‘추석물가’를 추가한 

표현이다. 속담의 기본형식에 명사를 추가하여 ‘뜻밖에 입은 추석물가 

재난’의 의미가 되었다. 

 

 

4)  생략형 

 

생략형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일부분을 분절하여 사용한 변이형식이다.  

뉴스에 인용된 속담을 형식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속담에서 

필요한 부분을 속담의 일부인 절, 구, 단어 등의 단위로 선택하여 분절 

사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하나의 속담에서 형식이 변이된 

생략형의 예이다. 

 

(23)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가.  이에 희진은 "해찬이 유학 보내려면 나 영어부터 배워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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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며 김칫국을 마신다. 

<이투데이 2017. 08.14.> 

나.  北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美와 대화 목마르지 않아” 

<서울신문 정치 2018.02.17.> 

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황보라, 美친 존재감 ft.김칫국 

<동아일보 스포츠 2018.06.22.> 

 

예문(23)는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문장 

형식의 속담이다. 예문(23 가)의 ‘김칫국을 마시다’는 속담의 후행절만으로 

인용한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예문(23 나)의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는  속담의 선행절만으로 인용한 생략형 표현이다. 여기서 ‘꿈도 안 

꾸다’는 ‘생각도 않는다’로 바꾸어 사용하였지만 의미는 같다. 

예문(23 다)의 ‘김칫국’은 속담의 단어만을 사용한 생략형 표현이다. 이와 

같이, 실제 뉴스에서 속담의 인용에서는 고정된 한 부분만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분을 분절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한 형식을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으로 보지 않고 

속담의 생략 변이형식으로 볼 것이다.  

다음은 생략 변이형식을 절, 구, 단어의 단위로 분류한다. 

 

a. 절 단위 

 

  절 단위 생략형은 속담을 절 단위로 분절하여 사용하는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문장 형식과 절 형식의 속담에서 절 단위 생략형이 

나타난다. 다음은 절 단위 생략형의 예이다. 

 

(24)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마음만큼 전하세요…유통·카드사, 알찬 상품·할인 

혜택 

<경향신문 라이프 2017.09.21> 

(25)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여든까지 간다 

     [서유헌의 뇌이야기] 유아기 뇌, 여든까지 간다 

<세계일보 오피니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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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24)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문장형식 속담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는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선행 부사절만 사용한 절 

단위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예문(25)의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문장형식 속담이고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후행 서술부만 사용한 절 단위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이 절 단위 생략형의 의미는 ‘팔십 세까지 간다’는 

출자적 의미가 아니고 원래 속담의 의미인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다. 

 

 

b. 구 단위 

 

구 단위 생략형은 속담을 구 단위로 분절하여 사용하는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문장, 절, 구의 모든 기본형식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구 

단위 생략형의 예이다.  

 

(26)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고래 싸움 

중국·유럽, 美에 ‘전면전’ 선언…고래 싸움에 ‘우리 경제 멍들라’ 

<SBS, 경제, 2018.03.09.> 

(27)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밑 빠진 독 

[앵커&리포트] ‘밑 빠진 독’ 광물공사 폐지…“통폐합도 미봉책” 

<KBS, 뉴스, 2018.03.15.> 

(28)  보고 못 보는 것은 그림의 떡 / 그림의 떡 

[별별영상] ‘그림의 떡’! 고양이의 얼음낚시 

<MBC, 뉴스투데이, 2018.03.12.> 

 

  위의 예문(26)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문장 형식의 속담이고 

‘고래 싸움’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명사구만 분절하여 사용한 구 단위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뉴스의 예문에서 ‘고래 싸움’의 의미는 축자적 

의미가 아닌 ‘강한 자들끼리의 싸움’이라는 속담에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27)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절 형식의 속담이고 ‘밑 빠진 

독’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명사구만 분절하여 사용한 구 단위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예문에서 ‘밑 빠진 독’의 의미는 축자적 의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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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나 비용을 아무리 들여도 한이 없고 들인 보람도 없는 사물이나 

상태’라는 속담에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28)의 ‘보고 못 보는 것은 그림의 떡’은 구 형식의 속담이고 

‘그림의 떡’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명사구만 분절하여 사용한 구 단위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예문에서 ‘그림의 떡’의 의미는 그림 안에 있는 떡의 

축자적 의미가 아닌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속담에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c. 단어 단위 

 

단어 단위 생략형은 속담을 단어 단위로 분절하여 사용하는 생략형 

변이형식이다. 문장, 절, 구의 모든 기본형식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단어 

단위 생략형의 예이다. 

 

(29)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새우등 

[이슈진단] 미·중 무역전쟁…‘새우등’ 한국경제 영향은? 

<SBS, 경제, 2018.06.18.> 

(30)  계란으로 바위 치기 / 계란, 바위 

[월드컵] 손흥민 앞에 떨어진 계란, 바위 같던 팬들의 함성 못 깼다 

<중앙일보, 스포츠, 2018.06.29.> 

(31)  개팔자가 상팔자 / 개팔자, 상팔자 

[이슈플러스] 보양식이 될 ‘개팔자’… 삼계탕 먹는 ‘상팔자’ 

<세계일보, 사회, 2017.07.12.> 

   

  위의 예문(29)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문장 형식이고 

‘새우등’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단어만 분절하여 사용한 생략형 변이 

형식이다. ‘생우등’의 의미는 ‘구부러진 사람의 등’이 아니고 ‘힘 없는 

약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30)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절 형식이고 ‘계란’과 ‘바위’는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단어만 분절하여 사용한 생략형 변이 형식이다. 

‘계란’과 ‘바위’의 의미는 ‘도저히 하찮은 힘’과 ‘대적할 수 없는 상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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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31)의 ‘개팔자가 상팔자’는 구 형식이고 ‘개팔자’와 ‘상팔자’는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단어만 분절하여 사용한 생략형 변이 형식이다. 

속담의 원래 의미는 ‘제 팔자가 하도 나쁘니 차라리 개 팔자가 더 

좋겠다’이지만 예문에서는 ‘개팔자’는 나쁜 팔자의 의미이고 ‘상팔자’는 

좋은 팔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  혼합형 

 

  혼합형은 형식에 두 가지의 변이 요소가 있는 변이형이다. 다음은 

혼합형 변이형식의 예이다. 

 

(32)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새우등 신세…한국, 대중 수출 30 조 줄 듯” 

<중앙일보 경제 2018.04.04.> 

(33)  계란으로 바위치기 / 

“계란보다 못한 메추리알로 바위치기다. 하지만 밀알이 돼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아시아투데이 정치 2018.09.26> 

 

  예문(3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문장 형식이고 예문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교체와 추가의 성분 변화가 있는 혼합형 변이형식이다. 

예문에서 명사구 ‘고래 싸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교체되었고 단어 

‘한국’를 추가하였다. 속담의 형식에 교체와 추가의 성분 변화로 인하여 

변이된 성분 단어의 의미 변화가 있다.    

예문(33)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절 형식이고 예문은 속담의 

기본형식에서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있는 변이형식이다. 기본형식 내부의 

단어 ‘계란’을 ‘메추리알’로 교체한 변화와 기본형식의 외부에 관형어 

‘계란보다 못한’을 추가한 혼합형이다. 교체와 추가의 성분 변화로 인하여 

‘계란보다 더 하찮은 힘의 메추리알로 대항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상의 1 절과 2 절에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였다. 1 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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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기본형식을 문법단위로 분류하였고, 2 절에서는 

분류한 기본형식을 기준으로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분류한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은 다음과 같다.  

 

[도식 3- 1]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 

 

 

  지금까지 제 3 장에서는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속담의 

분류는 문법적으로 실제 속담의 인용 방법과 해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속담 교육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 4 장에서는 속담의 문법형식을 중심으로 한국 속담 교육을 연구한다. 

 

  

한국속담의

문법형식

기본형식

문장형

절형

구형

표현형식

원형

변이형

어순도치

교체

추가

생략

(절단위, 구단위, 

단어단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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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본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 분류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여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을 연구한다. 형식초점의 

교수 원리에 따라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여 보고 그 교육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고 나아가 교육의 의의를 

살펴본다. 

 

 

 

1. 형식초점 교수 원리 

 

1.1. 이념 및 특징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교수는 통시적으로 교수법의 도입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문형이나 문법항목 중심의 전통적인 청각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이나 문법번역식 교수법(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부터 1980 년대 이후 도입된 의사소통식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문법 규칙이나 문법 

구조보다는 의사소통과 맥락 속에서 의미에 알맞은 문장을 생산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문법(Functional Grammar) 

교육이었다. 청각구두식 교수법이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맥락이나 의미를 

배제한 목표 언어의 문법적인 형태 교육에 집중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의사소통의 유창성이 강조되어 언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의 문법 교육은 

전통적인 교수법과 의사소통적인 교수법이 갖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확실히 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이러한 문법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초점 교수법이 도입되었다.  

  형식초점 교수법(Focus-on-Form Instruction) 17 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17 Doughty, C., & Williams, J. (1998). Focus on Form: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Long, M. H. & 

Robinson, P. (Eds.),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15-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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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언어의 형식에 집중하여 의미를 전달하게 하는 교육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교육 방법이다. 롱과 로빈슨(Long, M. H. & 

Robinson, P.,1998:16)은 언어 교수를 위한 세 가지의 선택을 제시하였다. 

 

[표 4- 1] 언어 교수를 위한 선택18 

 

위 [표 4-1]의 언어 교수를 위한 선택에서 형식 중심의 교수는 전통적인 

형태 중심 교수법이 갖는 언어 질적인 문법적인 정확성과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교수법이 갖는 목표 언어의 의미 이해 능력을 도입하여 두 

교수법의 단점을 보완한 교육 방법이다. 언어의 문법적인 정확성과 언어의 

의미 이해 능력은 언어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적 문법 교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속담의 문법적 특성 교육을 위한 형식초점의 교육 원리와 

그 효과를 살펴본다. 

 

 

1.2. 교수 원리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목표를 향한 의식 함양(Consciousness 

Raising)은 매우 중요하다. 형식초점의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표 

언어의 문법 형식에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자신의 의지로 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19  즉 의식 함양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목표 언어의 문법 구조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 Doughty, C., & Williams, J. (1998) : The figure of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is adapted from Long in 

press. 

19 Rutherford & Sharwood Smith (1985:p.274) : By 'consciousness-raising' we mean the deliberate 
attempt to draw the learner's attention specifically to the formal properties of the target language. 

선택 2 

분석적 

의미 중심 

선택 3 

분석적 

형식초점 중심 

선택 1 

통합적 

형태 중심 

자연적 교수 

 

몰입 교육 

절차적 교수요목 

과제 중심의 교수 

 

내용 토대 교육(?) 

과정적 교수요목(?) 

직접번역식・청각구두식・침

묵식・전신반응식의 교수 

 

구조/개념-기능적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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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스(Fotos, 1993)는 일반적인 형식초점의 교수에서 학습자가 의식 

함양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위한 학습 과정을 4 단계로 제시하였다.20 첫째, 

학습자는 교육에서 입력된 언어 형태 지식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주목한다. 둘째, 학습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습득한 언어 

혹은 중간언어와 새로운 언어 지식을 비교한다. 셋째,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적 가설을 세워 서로 다른 이미 통용되는 중간언어와 새 언어 지식 

정보를 토대로 문장을 구성한다. 넷째,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적 가설에 

입력된 언어 지식에 주의하면서 테스트하여 보며 또한 새로운 언어 지식 

정보를 사용하여 출력을 한다.  

이 형식 중심의 4 단계 학습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새로운 형태 정보의 교수에 주목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단계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 정보에 주목하여 기존의 언어 

정보와의 비교를 통한 새 정보를 받아들이는 의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언어 정보를 사용하는 연습을 통하여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식 함양을 위한 형식 

초점의 교수 단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 4- 1] 형식초점 교수법의 의식 함양 교수 과정 

 

  

  형식초점 교수법은 전통적 교수법과 의사소통 교수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두 교수법의 장점인 정확성과 유창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또한 의식 함양의 교육 원리는 교수에서 제시하는 형태에만 

주목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목표 문법 지식의 의식하는 연습을 

 
20 Fotos (1993:pp.386-7) : 1. a feature in processed input is noticed, d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2. an unconscious comparison in made between existing linguistic knowledge, also called 
interlanguage, and the new input; 3. new linguistic hypotheses a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w information and the current interlanguage; and 4. the new hypotheses 
are tested through attending to input and also through learner output using the new form. 

입력 :주목

(Input)

의식함양

(Consciousness Raising)

출력: 사용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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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목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원리로 외국어 문법 교수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초점 교수법은 본 한국 속담 교육 

연구에서 연구하는 속담의 문법 형식을 교육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형식초점 교수법으로 한국 속담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2. 교육 방안 

 

2.1. 교육 목표 

 

  형식초점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 형식을 

습득하여 언어생활에서 속담을 인용한 문장을 다양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육은 속담의 문법 형식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표현된 

속담의 문법 형식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속담의 

문법 형식을 활용하여 인용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의 구비를 구현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사용에서 속담의 실용성 향상을 실현한다. 

실용적 속담 사용을 위한 교육 목표의 성취는 무엇을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로 구체화된다. 교육을 위한 속담 자료는 실제로 

언어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사용되는 속담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속담을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속담이 인용된 문장의 이해와 속담을 인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 형식의 

지식을 습득하여 대중매체에서 구체적인 예문 제시를 통한 언어생활에 

인용된 속담의 기본 문법 형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네 언어 기능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속담의 인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본 교육 방안은 속담의 의미 교육에 더하여 문법 형식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한국어 사용에서 속담의 문법 형식을 활용한 속담의 인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언어생활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속담의 의미를 바탕으로 속담의 기본 형식을 

변화하여 속담의 특징을 부각한 인용 문장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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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2. 교육 내용  

 

  형식초점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속담의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속담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하여 먼저 어떠한 속담을 선택하여 교육할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선정한 교육용 속담으로 속담의 문법 형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2.2.1. 속담 선정 

 

  교육을 위한 속담 자료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및 부자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앞서 

제 3 장에서는 언어생활에 한 영역인 뉴스에서 자주 출현하는 속담 

176 개를 추출하였다. 이 속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총 9,602 개의 

속담 가운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들이어서 우선 순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속담들 중에서 교육 내용과 속담 이외에 교육에서 

사용하는 부교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육용 속담으로 사용한다.21  

또한, 제 3 장에서는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문장, 절, 구의 세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사전에 수록된 총 9,602 개의 속담 가운데 문장 

형식은 67.4%(6,472 개), 절 형식은 13.3%(1277 개), 구 형식은 

23.5%(2,257 개)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문법형식 비율을 

고려하여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한다. 즉 교육에서 여러 속담을 묶어서 

내용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구 형식과 절 형식보다 문장 형식을 더 많이 

선정하여 교육한다.  

따라서 본 교육 방안의 교육용 속담은 뉴스에 고빈도 속담과 사전에 

문법 형식의 빈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본 교육 방안의 교육용 속담 

 
21  본고에서 제시한 교욱용 속담 목록의 빈도 순서로 속담을 사용하여 교육하지 않는 

것은 빈도 순으로 여러 개의 속담을 묶어 교육함에 있어 교육 내용의 구성에 연관성을 

찾기 힘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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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다음과 같다.22 

 

[표 4- 2] 교육용 속담 목록 

 
22 교육용 속담 목록 176 개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문법 형식 속담 

문장 

1. 돈이 돈을 번다. ( 錢滾錢。) 

2.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 對失火的房子煽風。) 

3.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挖井要一口挖到底。) 

4.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다. ( 讓貓看管魚。) 

5. 시작이 반이다. ( 好的開始是成功的一半。) 

6.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아비 발등의 불을 끈다. 

( 先熄滅自己腳背上的火，才能熄滅爸爸腳背上的火。)  

7.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鯨魚爭鬥，蝦米受傷。) 

8. 안중에 사람이 없다. ( 視若無睹。) 

9.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無話可說。) 

1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大張旗鼓的喜宴沒好東西吃。) 

절 

1. 소 귀에 경 읽기 ( 對牛讀經 ) 

2. 땅 짚고 헤엄치기 ( 趴在地上游泳 ) 

3. 계란으로 바위치기 ( 以卵擊石 ) 

4. 울며 겨자 먹기 ( 哭著吃芥末：勉為其難 ) 

5. 하늘에 별 따기 ( 天上摘星 ) 

6.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往貓脖子上掛鈴鐺 ) 

7. 도토리 키 재기 ( 量橡果的身高 ) 

8.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夫妻吵架，如刀割水 ) 

9. 식은 죽 먹기 (吃冷粥) 

10.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向無底甕注水 ) 

구 

1. 보고 못 보는 것은 그림의 떡 

( 看得到但吃不到的東西是畫中糕 ) 

2. 사위는 백년 손님 ( 女婿是百年顧客 ) 

3. 산 넘어 산 ( 越山又是山 ) 

4. 물 만난 오리 걸음 ( 如鴨遇水 ) 

5. 쏟아진 물  ( 覆水難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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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4-2]는 속담의 각 문법 형식에 대한 뉴스에 고빈도 속담을 

교육용 속담으로 10 개 씩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용 속담 목록은 

속담의 문법 형식 교육과 속담 사용의 실용성을 고려한 선정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음은 한국 속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살펴본다. 

 

 

2.2.2. 교육 내용 

 

  언어 교육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내용은 교육적 이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김대행(2003:162)은 언어 교육의 내용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문법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병행되어 구성되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 형식에서 시작하여 실제 형식 활용에 

이르기까지 교수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속담의 문법 

형식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라센프리먼(Diane Larsen-Freeman,2001)은 문법 교육을 위하여 단순한 문법 

형식의 제시 대신에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하게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형태 및 구조,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차원의 문법 틀을 제안하였다. 

 

[도식 4- 2] 문법 틀의 세 영역23 

 
23 Diane Larsen-Freeman(2001:252) : 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 

6. 눈 가리고 아웅 ( 掩目而欺人 ) 

7. 충주 자린고비 ( 忠州吝嗇鬼 ) 

8. 지극정성 ( 極其至誠 ) 

9. 개팔자[무자식]가 상팔자 ( 狗八字倒是好命運 ) 

10.  금강산도 식후경 ( 金剛山也要吃完再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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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문법 틀은 형태 및 구조,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영역이 서로 

계층적 구조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하여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문법 교육 내용의 구성은 형태 및 구조가 의미 또는 

화용과 함께 기술되어야 문법 교육에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양명희 

(2015)에서는 문법 교육 항목에 대하여 문법 범주 정보, 의미, 문법 제약, 

사용 맥락 등으로 기술하였다. 강현화(2006)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을 

단순에서 복잡의 단계적 내용 구성과 담화와 의미를 문법과 결합한 외현적 

교육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민현식(2008)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은 

의미와 문법의 통합의 관계에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도 문법 교육 내용의 구성은 문법적 

지식에 더하여 의미와 화용의 지식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속담의 

문법 교육 내용은 어떠한 구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속담의 문법 교육은 속담의 의미와 문법 형식을 습득하여 담화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속담의 의미 

및 문법 형식을 습득을 실제로 화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3] 속담의 교육 내용 

속담 1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 鷦鷯跟著白鸛走，鴉雀腿撕裂。） 

기본 형식 문장 구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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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 405276 

25 자료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03 

26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yoaAHaCBuIQ 

 

의미 

東施效顰，適得其反。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화용 : 

표현 형식 

 

1. 원형 

에세이 – 책 한 줄의 ‘휘게스러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내 보폭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흡수해 내게 맞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동양에세이, 2018.04.24.)24 

2. 변이형 

(1) 교체 

신문 - 바른정당, 대북정책 ‘美 투트랙’ 따라가다 韓 

가랑이 찢어진다?…“문제는 우리 정부” 

(스페셜경제 SE, 2017.10.03.)25 

(2) 생략 

가요 – ‘뱁새’  

[Intro: Rap Monster & Suga] 

They call me 뱁새 

욕봤지 이 세대 

빨리 chase ’em 

황새 덕에 내 가랑인 탱탱 

So call me 뱁새 

욕봤지 이 세대 

빨리 chase ’em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 

(방탄소년단, 2015)26 

속담 2 

‘하늘의 별 따기’ 

( 天上摘星。) 

기본 형식 절 구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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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1868&ref=A  

28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ZTjoXVJFzmg 

29 자료 : https://sports.news.naver.com/basketball/news/read.nhn?oid=065&aid=0000186110  

30 자료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0PD113Y 

 

의미 

比摘星還難，比登天還難，難於上青天。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화용 : 

표현 형식 

 

1. 원형 

방송 - 곧 방학인데…아르바이트 ‘하늘의 별 따기’  

(KBS 뉴스, 2018.06.08.)27 

2. 변이형 

(1) 교체 

방송 -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달걀 따기  

(TJBC 뉴스, 2017.01.02.)28 

(2) 추가 

메거진 – 언제나 농구만 꿈꾼다! 도심 속 농구코트 

'GROSPACE' 

…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실내 

농구코트를 찾기란 하늘에 있는 별따기 만큼 

힘들었다. … 

(점프볼 8 월호, 2019.08.06.)29 

(3) 생략 

신문 - [단독] 무주택 23 년·가입기간 11 년···3040 은 당첨 

‘별따기’ 

(서울경제 PiCK, 2019.08.18.)30 

속담 3 

‘산 넘어 산’ 

（ 越山又是山。） 

기본 형식 구 구조형 

 

의미 

[喻] 困難重重。日益艱難。每況愈下。舉步維艱 。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원형 

방송 -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착수...시행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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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속담을 문법 형식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 

예이다. 속담의 교육 내용은 속담의 기본적인 의미와 문법 형식을 

제시하고 실제 한국 사회 현상을 다룬 뉴스, 방송,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속담이 인용된 화용의 예를 같이 제시한다. 

  위 표의 속담 1 의 ‘뱁새가 황새를 쫒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문장 

구조형이고 다리가 짧은 뱁새가 긴 다리의 황새를 따라가려니 다리가 

찢어진다는 뜻이고 화용에서는 남을 따라서 제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려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속담의 

의미는 에세이, 신문, 가요 등의 실제 화용에서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속담을 인용할 수 있다. 표현 형식의 예문에서는 기본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용하는 원형 속담의 인용을 습득할 수 있고 속담 1 의 단어 

‘뱁새’와 ‘황새’를 ‘美 투트랙’과 ‘韓’으로 교체한 변이형 및 속담 1 의 단어 

‘뱁새’와 ‘황새’만을 사용하여 속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생략의 변이형도 

습득할 수 있다. 

  속담 2 의 ‘하늘의 별 따기’는 절 구조형이고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뉴스나 매거진 

등에서의 인용을 살펴보면 속담의 형식을 원형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속담의 단어를 교체한 ‘하늘의 달걀 따기’나 속담의 형식에 그외의 문장 

성분을 추가하여 ‘하늘에 있는 별따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속담의 형식을 

생략하여 ‘별따기’만으로 속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31 자료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190737025980 

32 자료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109491614263 

33 자료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7374&part_idx=243 

화용 : 

표현 형식 

 

(YTN 뉴스, 2019.09.19.)31 

2. 변이형 

(1) 교체 

신문 - 바른미래당 “민주당, 조국 비호 넘어 

‘은닉’…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아시아경제 PiCK 2019.09.01.)32 

(2) 추가 

신문 - [사설] 정상화 된 국회 산 넘어 또 산  

(경북신문, 2019.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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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속담 3 의 ‘산 넘어 산’은 구 구조형이고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신문이나 뉴스 등의 실제 

화용에서 이 속담은 속담의 기본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교체 

변이형인 ‘비호 넘어 ‘은닉’’이나 추가 변이형인 ‘산 넘어 또 산’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속담의 문법 형식과 의미를 실제 담화의 예문을 통한 교육 

내용의 구성은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 형식과 의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에서 화용의 방법까지 습득할 수 있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2.3. 교육 방법 

 

  형태초점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사용에서 속담의 

실용성 향상을 지향한다. 교육을 통하여 속담의 문법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속담의 문법 형식을 활용하여 담화에 적합한 속담을 인용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 속담의 문법 형식을 위한 교육 방법은 ‘주목(Noticing)’, 

‘인식(Cognition)’, ‘활성화(Activation)’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속담 문법 형식 교육을 위한 3 단계의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식 4- 3] 속담 교육 방법의 세 단계 

 

 

 

2.3.1. ‘주목’ 단계 

 

  ‘주목(Noticing)’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속담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학습 목표는 속담의 기본 지식을 

'주목'

(Noticing)

'인식'

(Cognition)

'활성화'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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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는 것으로 하여 먼저 속담의 기본적인 의미를 교육하고 나아가 

속담의 문법 형식을 교육한다. 또한 속담의 문법 형식은 기본형과 

표현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사전의 문법 형식과 실제 문장에서 인용되는 

표현 형식을 분별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주목’ 단계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 4] ‘주목’ 단계에서 속담 교육 

 

 

2.3.2. ‘인식’ 단계 

 

  ‘인식(Cognition)’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속담의 문법 형식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앞의 ‘주목’ 단계에서 학습한 속담의 

문법 형식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인식하여 교육에서 제시하는 속담 인용 

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특히 예문은 뉴스, 드라마, 영화, 예능, 

가요 등의 대중매체에 인용된 속담 예문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여 한국어 

생활에서 속담이 표현된 문법 형식에 대한 이해를 교육한다. ‘인식’ 

단계에서 교육은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 5] ‘인식’ 단계에서의 속담 교육 

 

 

2.3.3. ‘활성화’ 단계 

 

  ‘활성화(Activation)’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속담을 인용한 문장 사용을 

단계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주목’ 

속담의 

기본 지식 

습득 

1. 속담의 의미 

2. 속담의 문법 형식 

: 기본 문법 형식과 표현 문법 형식 

단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인식’ 

속담의 

표현 형식 

지각 

뉴스, 드라마, 가요,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 인용된 

속담의 표현 문법 형식 습득 

: 원형과 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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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한다. 학습자가 ‘주목’ 단계와 ‘인식’ 단계에서 학습한 속담의 문법 

형식을 언어 기능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에서 문장에 맞게 속담의 의미와 형식을 적용하여 

속담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이 되도록 교육한다. ‘활성화’ 단계에서 

교육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 6] ‘활성화’ 단계에서의 속담 교육 

 

  따라서 이러한 ‘주목’, ‘인식’, ‘활성화’의 세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으로 

한국어 문장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먼저 ‘주목’ 

단계에서는 속담의 기본적 지식인 의미와 문법 형식을 학습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습득한 속담의 의미가 실제 한국어 문장에서 어떠한 문법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인지한다. 또한, ‘활성화’ 단계에서는 언어 기능 

영역에서 속담 인용 문장의 사용을 연습하여 실용성 있는 속담 교육을 

실현한다.  

본 교육 방안은 기존 속담의 의미와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 문장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문법적인 방법도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 속담 교육 방안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 

 

 

3. 교육 실험 

 

본 교육 실험은 앞에서 서술한 형태초점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한국어 학습 

조건이 같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담 교육과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속담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대조 분석하여 

단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활성화’ 
속담의 표현 

형식 사용 

1. 말하기 : 표현 형식으로 속담 인용하여 말하기 

2. 듣기 : 가요, 뉴스, 대화 등의 내용을 듣고 인용된 

속담의 표현 형식 이해하기 

3. 읽기 : 문장을 읽고 속담의 표현 형식 이해하기 

4. 쓰기 : 표현 형식으로 속담 인용 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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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담 교육이 기존 속담 교육보다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에 본 교육 실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초점 중심의 속담 교육은 기존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문법적으로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한국어 

문법의 응용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둘째, 형태초점 중심의 속담 교육은 기존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대중매체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학습에 

효과가 있다. 

셋째, 형태초점 중심의 속담 교육은 기존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모든 언어 기능 영역에서 속담의 인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한국어 사용에서 속담의 실용가치를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3.1. 실험 설계 

 

  교육 실험은 예행실험, 본실험, 평가, 분석 및 검증의 네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본 실험에 앞서 예행실험을 실시하여 교육의 자료, 내용, 

평가, 시간 안배 등을 점검한다. 예행실험에서는 교육용 속담 자료 5 개와 

교육 내용 및 대중매체 예문과 조화를 확인하고 준비한 대중매체 자료가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는지의 여부도 살펴서 본실험을 준비한다. 또한, 

교육 평가를 위한 문제와 설문의 구성에 추가나 삭제 항목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수정한다. 

본실험에서는 동일한 한국어 교육 조건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속담 

교육을 실시한다. 실험 집단은 형식초점 중심의 속담 교육을 하고 통제 

집단은 기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속담 교육을 한다.  

평가에서는 본 교육에 대한 학습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평가한다. 학습의 

성취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학습평가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학습의 만족도는 실험 집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확인한다.  

분석 및 검증에서는 평가 자료를 토대로 본 교육의 효과를 실증한다. 

앞서 평가한 자료를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하여 본 교육의 효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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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다. 본 교육 실험의 절차는 다음 [표 4-4]와 같다. 

 

[도식 4- 4] 교육 실험 절차 

 

 

 

 

3.2. 예행실험 

 

  예행실험(Pilot)의 목적은 보다 완전한 본실험의 시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점검하여 본실험을 준비한다. 실험에서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 내용의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요소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실험에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3.2.1. 대상과 시행일 

 

  예행실험 대상은 같은 한국어 교육 조건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만 ㅈ대학 한국어문학과 4 학년 재학생 8 명을 대상으로 4 명 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속담 교육을 한다. 예행실험의 시행은 2018 년 2 학기 

4 학년 ‘실용 한국어’ 선택 과목의 18 주 수업 중에서 13 주차인 

2019 년 5 월 22 일에 하였고 실험 시간은 50 분 동안 진행하였다. 예행실험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 7] 예행실험 참여자 기본 정보 

예행실험

교육의자료, 내용,

평가, 시간안배등을

점검

본실험
교육 : 실험집단-형식중심,통제집단-의미중심

평가 :학습평가,학습만족도

검증과분석 :교육효과

번호 집단 성별 국적 전공 학년 

1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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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 

 

예행실험의 분석은 실험의 진행 및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육 평가의 세 

요소가 실험에 적절하게 안배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실험의 진행은 

본 연구의 교육 방안에서 제시한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배정 시간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는 

선정한 교육용 속담, 대중매체 예시, 언어 기능 영역과 연계한 사용 연습 

등이 적합한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교육 평가에서는 시험과 설문의 문제가 

평가와 분석 목적에 적절한지를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의 진행은 배치한 순서가 교육 설계에서의 순서와 

일치하였고 각 단계의 배정 시간이 적절하여서 제 시간에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 내용과 교육 평가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예비실험에서 발견한 문제의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제한된 실험 시간에 목표 속담의 문법 

교육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육용 속담 중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 속담을 

발견하고 이 속담을 다른 속담으로 교체하였다. 실험에서 교육 목표는 

속담의 문법 형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실험 시간은 50 분이고 5 개 속담을 

통하여 속담의 문법 형식을 제시, 교육, 연습,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내용 구성에서 속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할애할 많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의미를 가진 속담은 배제하였다. 

둘째, 교육 내용 구성에서 제한된 실험 시간에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 

형식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속담의 의미 및 예시에는 중국어 

번역을 첨부하였다. 실험에서 교육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교육하는 

것이다. 같은 교육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일지라도 한국어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 속담의 문법 형식을 

2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3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4 실험 남 대만 한국어문학과 4 

5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6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7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8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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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속담의 의미 및 예시에 중국어 번역을 달아서 학습자가 교육에서 

빠른 이해를 통한 목표 속담의 학습 효과를 도모했다. 

셋째, 교육 평가의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의 견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본 교육의 종합적 평가에 대한 선택형 문제에 더하여 그 이유를 

묻는 서술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본 교육 방안은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이 아닌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이다. 형식 

중심 속담 교육에 대한 만족과 필요의 설문은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본실험 

 

3.3.1. 대상 

 

  본실험은 대만 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3 학년 ‘한국어 회화’ 전공 필수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34 2019 년 9 월 1 학기에 3 학년 ‘한국어 

회화’ 과목의 수강생은 모두 32 명이고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A 반은 17 명이고 B 반은 15 명으로 편성하여 강의한다. 이 과목 

수강생은 한국어문학과 전공과 복수 전공의 3・4 학년생이고 화어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2 년 이상 문법, 문학, 문화 등의 정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속담의 문법 형식을 학습하기 위한 한국어의 기본 문법 

지식을 구비한 학습자들이어서 본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실험의 

실험 집단은 17 명으로 통제 집단은 15 명으로 구성하였다.35 

본실험은 2019 년 10 월 17 일과 24 일에 시행하였는데, 총 18 주 수업 

중에서 실험 집단은 6 주차에 실험하고 통제 집단은 7 주차에 실험하였고 

실험 시간은 각각 1 교시(50 분) 동안 진행하였다. 다음 [표 4-8]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의 기본 정보이다. 

 

 
34 예행실험에서는 4 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본실험에서는 3 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예비실험의 대상자와 본실험의 대상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35  본실험의 대상자는 32 명이어서 16 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험 대상 대학의 3 학년 ‘한국어 회화’ 과목의 수강생은 A 반은 

17 명이고 B 반은 15 명의 두 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두 반을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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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 교육 실험 대상 정보 

 

 

 

번호 집단 성별 국적 전공 학년 

1 실험 남 대만 한국어문학 3 

2 실험 남 대만 한국어문학 3 

3 실험 남 대만 한국어문학 3 

4 실험 여 싱가폴 한국어문학 3 

5 실험 여 홍콩 한국어문학 3 

6 실험 여 마카오 한국어문학과 3 

7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3 

8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3 

9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과 3 

10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1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2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3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4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5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16 실험 여 대만 한국어문학 4 

17 실험 여 대만 신문방송/한국어문학 4 

18 통제 여 말레이시아 한국어문학 3 

19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0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1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2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3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4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5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6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7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8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29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30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3 

31 통제 여 대만 한국어문학 4 

32 통제 여 대만 정치외교학/한국어문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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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교육 내용 

 

   실험에서 속담의 문법 형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용 속담 자료를 

선정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교육할 내용을 구성한다.  

먼저, 교육용 속담은 앞서 교육 방안에서 제시한 교육용 속담 목록에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교육용 속담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원칙은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하고자 하는 속담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가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원칙을 적용하여, 생활에서 속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표를 지향하여 속담의 문법형식에 대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학습자에게 교육적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중매체 교육 자료와의 연관성도 

고려하고 선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정한 5 개의 교육용 속담은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 9] 교육용 속담 

 

  위 표의 5 개의 속담을 교육 자료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교육한다. 속담의 기본형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3 장에서 

분석한 사전에 수록된 속담의 형식 분포에 따라 교육용 속담의 문법 

형식은 문장 구조형 3개, 절 구조형 1개, 구 구조형 1개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의 교육 내용은 예시 자료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실험 

집단은 속담의 형식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통제 집단은 속담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교육용 속담 

1 “쥐 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 老鼠洞也有陽光照進的一天。) 

2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跑的人上面有飛的人。) 

3 “살림하는 녀편네가 손이 크다” ( 持家的婦女手大。) 

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朝無底甕倒水。) 

5 “티끌 모아 태산” ( 灰塵堆成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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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의 교육 내용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속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여 

속담의 의미와 함께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통제 집단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 10] 통제 집단의 교육 내용 

 
36 https://tv.naver.com/v/5757515 

37 https://www.youtube.com/watch?v=9bZkp7q19f0 

속담 1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 老鼠洞也有陽光照進的一天。) 

의미 
몹시 고생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때를 만날 날이 있다는 말 

瓦有翻身之日。時來運轉 ; 每個人都有走運的日子。 

자료 

 

예능 -  MBC《비포썸라이즈》10 회 (13:57-16:41)36  

자료 화면 내용 : 예고 –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민지와 

데이트하게 된 길환 ‘길환둥절’ 표정 주목! MBN 

<비포썸라이즈> 매주 화요일 저녁 8 시 30 분  

 

속담 2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跑的人上面有飛的人。) 

의미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能人之上有能人。 

자료 

 

가요 –《오빤 강남 스타일》뮤직 비다오 (3:02-3:17)37 

가사 내용 :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있다)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있다)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know what I'm sa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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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https://www.youtube.com/watch?v=FOAm4HZxmm4 

39 https://www.youtube.com/watch?v=z175yYlQq48 

40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16684?division=NAVER 

 

속담 3 

“살림하는 년편네가 손이 크다” 

( 持家的婦女手大。) 

의미 
살림하는 여자가 헤프게 살림하여 낭비를 많이 함을 이르는 말. 

持家婦女料理過剩，造成浪費。 

자료 

 

드라마 – tvN《응답하라 1994》1 회 (8:08-9:22)38 

화면 내용 : 어머니께서 가족의 식사를 위하여 준비한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 

 

속담 4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 朝無底甕倒水。) 

의미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挑雪填井。竹籃子打水。 

자료 

 

영화 –《달마야 놀자》(37:27-41:26)39 

화면 내용 :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 대결 

 

속담 5 

“티끌 모아 태산” 

(灰塵堆成泰山。) 

의미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 

積沙成塔。 

자료 

 

뉴스 - SBSCNBC [알짜배기 돈의법칙] ‘티끌 모아 태산’…작은 

실천이 부자를 만든다? (2018.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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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와 같이, 통제 집단에서 교육 내용은 대중매체 자료를 

사용하여 속담의 의미를 교육한다. 특히, 교육에서 대중매체에 나온 속담 

관련 이야기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자료 시청후에 더 정확하게 한국 

사회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속담 내용에 해당되지는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 집단의 속담 교육 내용은 속담의 의미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실험 집단 

 

  실험 집단의 교육 내용은 Ⅳ장 2 절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을 적용하여 

속담의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주의’, ‘인식’, ‘활성화’의 세 단계 

교육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한다. 먼저, 실험 집단의 ‘주의’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11] ‘주의’ 단계에서 교육 내용 

‘주의’ 단계 

개요 
1. 속담의 문법 형식 교육 

2. 교육용 속담의 의미와 기본 문법 형식 교육 

속담의 

문법 형식 

기본 형식 : 문장 구조형, 절 구조형, 구 구조형 

표현 형식 : 원형, 변이형(어순도치, 교체, 추가, 생략, 혼합) 

속담의 

의미와 

기본 형식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 老鼠洞也有陽光照進的一天。) 

의미 

몹시 고생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때를 만날 날이 

있다는 말.  

瓦有翻身之日。時來運轉 ; 每個人都有走運的日子。 

형식 문장 구조형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跑的人上面有飛的人。) 

의미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人外有人，天外有天。 

형식 문장 구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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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4-11]에서와 같이, ‘주의’ 단계에서는 먼저 한국 속담의 문법 

형식을 기본 형식과 표현 형식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교육한다. 그 다음, 

교육용 속담의 의미 제시와 함께 학습하는 속담의 기본 형식이 어떠한 

구조형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육의 두번째 단계인 

‘인식’에서의 학습 내용은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 12] ‘인식’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 

“살림하는 년편네가 손이 크다” 

( 持家的婦女手大。) 

의미 

살림하는 여자가 헤프게 살림하여 낭비를 많이 함을 이르는 

말.  

持家婦女料理過剩，造成浪費。 

형식 문장 구조형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 朝無底甕倒水。) 

의미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挑雪填井。竹籃子打水。 

형식 절 구조형 

“티끌 모아 태산” 

( 灰成堆成泰山。) 

의미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  

積沙成山。 

형식 구 구조형 

‘인식’ 단계 

개요 대중매체 자료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 형식 인식 교육 

속담의 

표현 형식 

원형 

1.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또 떨어졌다고? 그래도 포기하지마!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잖아~  

<네이버 지식 백과> 

2. 일자리에 세금 쓰는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미디어오늘 2018.08.30.> 

3. ‘티끌 모아 태산’ …… 작은 실천이 부자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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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단계에서는 속담의 문법 형식 중에서 속담의 표현 형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드라마, 예능, 뉴스 등의 방송 프로그램과에 인용된 속담의 표현 

형식을 제시하여 속담의 표현 형식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는 인식과 문장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은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 13] ‘활성화’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 

 
41 http://blog.naver.com/i2krs/60171475232 

42 https://tv.naver.com/v/9705029 

<SBS 2018.10.04.> 

변이형 

어순 

도치 

1.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 “돈 없다며!”…큰 손 엄마 

등장에 극대노 

<한국일보 2019.05.19.> 

교체 

1. 칙칙한 종각역 광장에 볕 들 날 온다 

<한국 경제 2018.02.04.> 

2. ‘티끌 모아 로맨스’  

<CGV 드라마, 2012.09.22.41> 

추가 

1.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서울경제 2019.07.06.> 

2. 밑 빠진 독에 자꾸 물을 붓는 꿈 해몽 

<내외 뉴스 통신 2019. 05.14.> 

생략 

1. 세 명이 달걀 10 개?! 오늘도 손 큰 아침 (ft.염 대장의 

막내 커피 서포트) 

< tvN 삼시세끼산촌편, 2019.08.30.(3:40-3:45)42> 

2.  [오늘의 운세] 쥐띠, 드디어 볕 들 날 왔네 

<뉴시스 2018.01.08> 

혼합 
1. 밑 빠진 쿠팡, 투자자 ‘물붓기’는 올해까지? 

<헤럴드경제 2019.04.16.> 

‘활성화’ 단계 

개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영역에서 학습한 표현 

형식으로 속담을 인용하는 연습을 한다. 

말하기 학습한 5 가지의 속담을 사용하여 속담 인용 문장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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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단계에서는 언어의 네 영역에서 학습한 속담의 표현 형식을 

직접 사용하는 연습을 교육한다. 언어 기능 영역에서 원활한 속담 인용을 

위하여, ‘말하기’ 영역에서의 연습은 앞서 학습한 5 개의 속담을 사용하여 

속담 인용 문장을 생성하게 하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원형으로 인용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변이형으로도 속담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 영역에서의 연습은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go’ 곡을 

듣고 이 가요에 나오는 속담의 종류와 그 문법형식을 물었다. 이 곡에는 

3 개의 속담이 변이형으로 인용되어 있어서 ‘듣기’ 연습을 통하여 

변이형으로 인용된 속담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는 

학습자가 속담이 인용된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와 속담을 

인용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문제에 답하는 방법으로 연습하였다. 

 

 

 

발표  

듣기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go’ 노래를 듣기 (0:00-2:20) 

질문 

1. 노래에 몇 개의 속담이 나올까요?   

3 개 

2. 노래에 나오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티끌 모아 태산,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3. 노래에 인용된 속담의 형식은 어떠한가요? 

①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티끌 탕진(교체, 추가) 

② 쥐 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쥐구멍 볕 들 때까지 

( 생략, 날-> 때까지 교체) 

③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ㄱ. 내 통장은 yah 

ㄴ. 밑 빠진 독이야 

ㄷ. 난 매일같이 물 붓는 중 (추가) 

읽기・쓰기 
속담이 인용된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와 속담을 

인용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문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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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험 평가 

 

  실험의 평가는 본 교육 방안에 대한 학습 성취도와 학습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육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가 작성한 문제를 통하여 본 교육의 학습 성취와 학습 만족의 

정도를 측정한다.  

 

1)  학습 성취도 

 

  학습 평가는 본 교육의 학업 성취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 후에 같은 평가 문제를 작성하게 한다. 

학습 평가를 위한 문항은 모두 주관식의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구성한다.43 

또한, 평가 문항은 교육에서 제시한 속담의 의미와 문법 형식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특히 속담의 문법 형식에 대한 문제는 기본 형식과 

표현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였다. 

학습 평가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14] 학습 평가의 구성 

 

  위의 학습 평가의 구성 표에서 1 번에서 4 번 문항은 속담의 기본적인 

의미와 형식을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이고 5 번부터 

7 번은 속담의 표현 형식을 사용하여 속담을 인용한 문장을 생성할 수 

 
43  이는 본 실험에서 교육하는 속담이 5 개에 불과하여 다양한 선택형 문제 출제에 

적합하지 않고 본 실험의 교육 내용 밖에 속담을 사용한 문제 출제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어 학습 효과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주관식 문항으로 하였다. 

문항 평가 항목 배점(100 점) 

1 속담의 의미 10 

2 속담의 의미 10 

3 속담의 기본 형식 10 

4 속담의 기본 형식 10 

5 속담의 표현 형식 20 

6 속담의 표현 형식 20 

7 속담의 문법 형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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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인하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이다. 학습 평가의 진단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에서 제시한 언어사용 능력의 평가 기준 44 에 

따라 채점하였다. 서술형 문제에서는 제시한 내용이나 문맥에 맞게 어휘, 

맞춤법, 문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언어 사용 능력에서부터 한국어 문장에 

속담을 인용하는 속담의 형식 표현 능력이 어떠한지에 이르기까지 속담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2)  학습 만족도 

 

  본 교육에 대한 학습 만족 평가는 교육 후에 실험 집단에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검사한다. 45  본 교육은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속담 교육 

내용과 다르게 교수하였다. 속담의 의미 교육에 더하여 문법 형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업 방식과 언어의 네 영역을 

통한 사용 연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교육 방안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자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만족도를 검사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의 설계는 한국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습자 스스로가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하는 정의적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46  특히, 평가를 위한 

정의적 능력 요소 중에서 학습에 대한 이해도, 자기효능감, 흥미, 동기, 

자신감 등을 적용하여 질문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 15] 설문 조사 항목 

 
44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언어 사용 능력의 평가는 어휘, 문법, 맞춤법, 사회언어학적 격식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학습 만족도 설문 조사는 실험 집단에서만 설문을 조사하고 통제 집단에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은 통제 집단의 교육 내용은 속담의 의미만으로 구성하였고 실험 집단은 속담의 

의미 교육에 더하여 속담의 형식 교육을 한 것이다. 즉 통제 집단의 교육은 내용은 

실험 집단의 교육 내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속담 교육 연구 방안의 

전체적인 학습자 만족도 평가는 실험 집단에서만 시행한다. 

46  테일러(Tyler,1973), 포거슨・안더슨(Ferguson&Anderson,1981:14), 정종진(1999), 

임효진・이순영(2019) 에서는 정의적 특성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과 

정서의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경험적, 감정적, 정서적 측면으로 

인지적 측면(Papham, 1988)과 대비된다고 보았다. 한국 교육부 201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정의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관심, 흥미, 태도, 자신감, 동기, 신념, 가치관, 자아개념, 협력, 

책임, 자기효능감 등을 제시하여 정의적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 특징 문항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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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조사 항목은 본 교육에서 설계한 3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은 난이도, 문법 형식 이해도, 

문법 응용 능력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난이도는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난이도를 조사한다. 문법 형식 이해도는 교육을 통하여 속담의 문법 

형식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법 응용 능력은 속담의 표현 형식 

학습이 한국어 문법을 응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 방식은 흥미와 집중력에 대하여 설문하여 

대중매체를 도입한 교육 내용이 재미가 있었는지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언어의 네 영역을 통한 교육은 사용 기능 능력과 속담 형식 관심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용 기능 능력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속담 

형식의 교육이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속담 형식 

관심도는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인용된 속담 문장의 이해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 속담 교육의 실용성, 만족도,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다. 실험 집단 학습자들은 총 10 개의 설문을 문항에 따라 5 점 

척도로 본 교육 방안을 평가한다. 특히, 만족도와 필요성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물어서 구체적인 본 교육 연구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형식 중심의 교육 내용 

1 난이도 

2 문법 형식 이해도 

3 문법 응용 능력 

대중매체 이용 교육 방법 
4 흥미 

5 집중력 

4 언어 기능을 통한 학습 
6 사용 기능 능력(말하기, 쓰기) 

7 속담 형식 관심도(듣기, 읽기) 

속담 문법형식 교육 

8 실용성 

9 만족도 

10 필요도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77 
 

3.3.4. 결과 분석 

 

  본 교육 실험의 결과는 양적과 질적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양적 분석은 

두 집단의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 비교와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본 교육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한다. 질적 

분석은 실험 집단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교육 방안에 대한 교육 

효과 및 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본 교육의 학습 효과와 개선을 확인한다. 

 

 

1)  양적 분석 

 

(1)  평균 비교 

 

  학습평가 결과의 양적 분석은 먼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교육 

후에 실시한 학습 평가 결과의 평균을 비교한다. 기준 학습 평가 항목별 

두 집단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4- 16] 두 집단의 학습 평가 평균 

 

  위의 두 집단의 학습평가 평균 표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전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학습 평가 기준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의미 이해 평가에서는 실험 집단이 91 점이고 통제 집단이 

90 점이여서 두 집단의 평균이 비슷하였다. 어휘 사용 평가에서는 실험 

집단이 88 점이고 통제 집단이 80 점이여서 의미 이해 평가보다 실험 

집단의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법 사용 평가에서는 실험 

구분 

평가 항목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N 평균 N 

의미 91 17 90 15 

어휘 88 17 80 15 

문법 85 17 62 15 

맞춤법 86 17 80 15 

격식 90 17 84 15 

전체 87.76 17 70.8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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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86 점이고 통제 집단이 60 점이어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컸다. 

맞춤법 평가에서도 실험집단이 86 점이고 통제집단이 80 점이어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한편, 사회언어학적 격식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실험 집단이 90 점이고 통제 집단이 84 점이여서 실험 집단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다. 세부 평가 항목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의미 이해와 어휘 사용의 평가에 대한 평균은 두 집단이 

적은 차이를 보였지만 문법과 사회언어학적 격식의 평가에 대한 평균은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였다. 평가 항목을 

종합한 전체 평균은 실험 집단은 87.76 점이고 통제 집단은 

70.80 점이여서 두 집단의 학습 평가에 대한 평균 비교를 종합하여 보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여 본 교육의 학습 성취의 정도를 확인한다.  

 

 

(2)  검증 

 

  검증은 두 집단의 학습평가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Two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행하여 이를 분석한다. T 검정의 실행에 

앞서 먼저 기본 가정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행한다.  

 

 

가.  기본 가정 

 

독립표본 T 검정의 기본 가정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세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독립성은 독립변수의 두 집단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 두 집단은 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서 같은 

시간 때에 같은 회화 과목을 수강하는 독립된 두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독립성을 만족한다.   

둘째, 정규성은 독립된 두 집단에 따른 종속변수인 평균값이 정규분포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 검정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정규성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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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규성은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Kolmogorov-Smirnov)’ 검정47과 ‘사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48을 

통하여 한다. 정규성은 유의수준(P) 값이 0.05 보다 클 때,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본다.(P>0.05) 정규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17] 정규성 검정 

유의기준 : 유의수준(p) > 0.05 

 

  위의 표에서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면, 왼쪽의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수준(P) 값이 0.05 보다 커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오른쪽의 ‘사피로-윌크’ 검정에서는 실험집단의 

유의수준(P) 값이 0.05 보다 컸으나 통제집단의 유의수준(P) 값이 

0.05 보다 작아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검정 중 하나의 

검정에 통과하여도 정규성을 만족하다고 볼 수 있다.49 

셋째, 등분산성은 독립된 두 집단에 따른 종속변수 분포의 분산은 각 

집단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이것은 독립표본 T 검정의 실행 결과에서 

‘Levene 의 등분산 검정’을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검정의 확인은 

‘Levene 의 등분산 검정’의 P 값이 0.05 보다 크면 ‘등분산을 가정함’의 

결과값을 확인하고 P 값이 0.05 보다 작으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의 

결과값을 확인한다. 등분산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  담지우 ・ 채곤굉(詹志禹 ・ 蔡坤宏, 2000) : Kolmogorov-Smirnov 검정(단일표본검정)은 

Kolmogorov 가 제안한 주요 통계 방법이다. 이 방법의 주요 목적은 특정 변수에 대한 

표본 그룹의 분포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모집단 분포 (즉 적합도 검정)에서 나온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Kolmogorov-Smirnov 검정은 가정에 대한 이론적 

분포를 표본 분포 (즉, 실제 분포)와 비교하여 표본이 나오는 모집단이 가설의 특정 

분포인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48 Shapiro,S.S and Wilk, M.B. (1965：pp.591-611) 

49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SS 21.0 에는 통계 분석에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검사를 위하여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을 제공한다. 두 검정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정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PSS-정규 분포 가설 검정-데이터 템플릿) 

집단 구분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Kolmogorov-Smirnova) 

사피로-윌크 

(Shapiro-Wilk) 

통계 df 유의수준 통계 df 유의수준 

통제 .208 15 .079 .849 15 .017 

실험 .123 17 .200 .928 1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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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8] 등분산성 검정 

  유의기준 : 유의수준(p) > 0.05 

 

  위의 표에서와 같이, ‘Levene 의 등분산 검정’의 결과, 유의수준의 값이 

0.05 이어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T 검정의 결과표에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의 값으로 검정한다. 

 

 

나.  가설 설정 

 

독립표본 T 검정의 실행에 앞서 가설을 설정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습평가에 평균값을 변수로 하고 대립가설(Research 

Hypothesis)과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설정한다. 두 집단의 

독립표본 T 검정에서 종속 변수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1 : 실험집단의 평균 

종속변수 2 : 통제집단의 평균 

대립가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 

 

독립표본 T 검정의 실행에서 종속변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고 대립가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이고 

귀무가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이다.  

 

 

다.  독립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 독립표본 T 검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검정변수(T) 로 하고 그룹화 변수에 실험과 통제로 그룹정의를 

 Levene 의 등분산 검정 

F 유의수준 

등분산을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26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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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검정을 실행한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19] 독립표본 t 검정50 

유의기준 : 유의수준(p) < 0.05 

 

  위의 표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결과 값을 살펴보면, t 의 값이 

5.127 이어서 두 집단은 같은 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의 

확률(양쪽)(P-Value)의 값이 0.000 으로 유의기준의 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5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습평가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실험집단의 평균이 87.76 으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70.80 보다 

16.96 만큼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실험 집단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2)  질적 분석 

 

질적 분석은 실험 집단에서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토대로 본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다. 조사 내용은 본 속담 교육 방안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이용 자료, 활용 연습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50 표에서 제시한 검정의 값은 본 실험 결과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의 전체적인 결과 표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51  ‘t’의 값은 해당되는 모수가 0 인지 아닌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이다. t=0 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은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 

52 표 4-19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표에서 유의수준 ‘양쪽’의 의미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표본의 분포에서 고려하는 방향(direction)이 양쪽이라는 것으로 ‘양측검정(two-sided 

test)’의 결과 값이다. ‘양측검정’은 “같지 않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정이고 “크다”, “작다”와 같은 ‘단측검정’보다 보수적이다. 

53  T 검정에서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보통 1%나 5%를 주로 사용한다. 

‘유의수준’은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예를 들어, 5%(0.05)의 유의성이란 “테스트 결과가 

사실이 아닐 확률이 5%이고 사실일 확률이 95%이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T 검정에서 ‘유의수준’은 5%를 사용하였다.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t 51 유의수준(양쪽52) 

평균값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12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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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 관한 설문은 형식 중심 속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조사는 본 속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속담의 

문법 형식에 대한 이해도, 교육을 통한 문법 응용 능력 향상의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 항목과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20] 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 항목과 응답 결과 

측정 단위 :  5:아주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아주 불만족 

 

  위의 표에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71%(12)이고 ‘만족’이 29%(5)라고 응답하여서 

본 실험 대상자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에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교육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문법 형식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65%(11), ‘만족’이 23%(4), ‘보통’이 6%(1), 

불만족 6%(1)라고 답하여서 88%의 학습자가 학습 목표의 내용을 

이해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도 있었다. 본 교육이 문법 응용 능력 

향상을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47%(8), ‘만족’이 

47%(8), ‘보통’이 6%(1)라고 답하여서 거의 모든 학습자가 본 교육이 

한국어 문법 응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보았다.  

 

 

(2)  교육 자료  

 

  교육 자료에 관한 설문은 교육에서 대중매체 자료의 이용에 대한 

교육 특징 문항 조사 항목 5 4 3 2 1 

형식 중심 

속담 교육 

1 난이도 71%(12) 29%(5)    

2 문법 형식 이해도 65%(11) 23%(4) 6%(1) 6%(1)  

3 문법 응용 능력 47%(8) 47%(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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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는 학습의 흥미유발, 학습의 집중력 

향상을 통한 학습 효과의 두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자료에 관한 조사 

항목과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21] 교육 자료에 관한 설문 결과 

측정 단위 :  5:아주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아주 불만족 

 

  위의 결과 표에서, 교육 자료로 대중매체의 이용이 학습에 흥미가 

있었다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65%(11), ‘만족’이 29%(5), ‘보통’이 

6%(1)라고 응답하여서 94%의 학습자가 본 교육의 자료가 흥미로웠다고 

보았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 자료의 제시가 학습자에게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아주 만족’이 

53%(9), ‘만족’이 41%(7), ‘보통’이 6%(1)라고 응답하여서 본 교육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자료의 제시가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여 학습 효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3)  활용 연습 

 

  활용 교육에 관한 설문은 교육에서 언어 기능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연습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사용 기능 능력 향상과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주의력의 향상의 두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활용 연습에 관한 조사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22] 활용 교육에 관한 설문 결과 

교육 특징 문항 조사 항목 5 4 3 2 1 

대중매체  

이용 

4 흥미유발 65%(11) 29%(5) 6%(1)   

5 집중력과 학습 효과 53%(9) 41%(7) 6%(1)   

교육 특징 문항 조사 항목 5 4 3 2 1 

4 언어 기능 

영역에서 연습 

6 
사용 기능 능력 

(말하기, 쓰기) 
59%(10) 41%(7)    

7 
주의력 

(듣기, 읽기) 
59%(1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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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단위 :  5:아주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아주 불만족 

 

  위의 결과 표에서,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학습한 속담의 문법 형식을 

사용하는 연습은 속담을 인용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59%(10)이고 ‘만족’이 41%(7)라고 응답하여 

학습자 모두가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속담 인용 연습이 속담의 사용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인용된 

속담의 형식에 주의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59%(10)이고 ‘만족’이 41%(7)라고 응답하여 듣기와 읽기의 영역에서 활용 

연습이 속담의 형식에 주의력을 신장하여 준다고 보았다. 

 

 

(4)  교육 전반 

 

  본 교육에 대한 교육 전반은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는 본 교육에 대한 실용성, 만족도, 필요성의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23] 본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 결과 

측정 단위 :  5:아주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아주 불만족 

 

  위의 결과 표에서, 본 교육이 한국어 사용에서 속담의 사용에 도움을 

주는 실용성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59%이고 ‘만족’이 

41%라고 응답하여서 학습자 모두가 본 교육이 실제 한국어 사용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교육이라고 보았다. 또한, 본 교육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71%(12), ‘만족’이 23%(4), ‘보통’이 6%(1)라고 

답하여서 94%의 학습자가 본 교육에 전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한국 속담 교육에 추가하여 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만족’이 41%(7), ‘만족’이 47%(8), ‘보통’이 

교육 특징 문항 조사 항목 5 4 3 2 1 

종합 

8 실용성 59%(10) 41%(7)    

9 만족도 71%(12) 23%(4) 6%(1)   

10 필요성 41%(7) 47%(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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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라고 응답하여서 88%의 학습자가 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설문의 서술형 문항에서는 앞서 조사한 본 교육에 대한 만족과 필요의 

정도를 평가한 이유를 물어 학습자 의견에 대한 분석을 구체화하였다.   

먼저 본 교육에 대한 만족의 유무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7 명의 실험집단 학습자 가운데 15 명의 학습자가 본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였고 2 명의 학습자가 약간의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만족의 

이유는 교육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총 4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속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의견이 각각 3 명의 학습자가 답하였다. 교육 내용이 생활화된 

실용적이었다는 의견과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각각 2 명의 학습자가 

답하였다. 반면 불만족의 이유로는 듣기에 사용한 노래가 알아듣기 

힘들어서의 이유와 속담의 의미 설명 부분에서 교수자가 너무 빨리 

설명하여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에 대한 필요의 유무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7 명의 실험집단 학습자 모두가 본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하였다. 본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추가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어에 인용된 속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7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속담은 생활에 자주 사용하여서의 이유가 6 명으로 많았다. 

총 2 명의 학습자는 한국 문화 이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기타 이유로는 속담의 표현 방법을 알기 

위해서, 중국어에도 속담이 있어서, 기억은 어렵지만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에 대한 건의사항에서는 교육에서 교수자의 말의 

속도가 빨랐다는 의견, 시간이 너무 짮았다는 의견, 듣기를 더 듣고 

이해하고 싶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은 교육 실험을 통한 본 교육 방안의 효과와 개선을 살펴본다. 

 

 

 

4. 교육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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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위한 방안을 구성하고 그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실험을 실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교육 실험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본 교육의 효과와 개선의 사항을 

살펴본다. 

 

4.1. 효과 분석 

 

교육 효과는 본 교육 방안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다. 교육 실험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본 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은 교육 내용이 속담의 문법 

응용 능력 향상에 교육 효과가 있다. 실험 결과의 양적 분석에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은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학습평가의 전체 평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문법에 

대한 언어사용능력 평가의 평균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한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유의미를 검증하여 본 교육 방안의 양적인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의 질적 분석에서 실험집단의 94% 

학습자가 형식중심의 속담 교육이 속담의 문법형식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어 문법 응용 능력까지 향상시킨다고 응답하여 본 교육 방안의 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은 기존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속담의 기본형식과 

표현형식을 학습하여 한국 속담의 문법적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효과가 있다. 

둘째, 형식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은 교육 방식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다. 실험 결과의 

질적 분석에서 실험집단의 94% 학습자가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 방식이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방식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형식중심의 

속담 교육은 기존 의미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대중매체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어 학습의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다. 

셋째, 형식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은 교육 방법이 속담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효과가 있다. 실험 결과의 질적 분석에서 실험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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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자가 본 교육 방안이 언어 기능 영역에서 속담 사용을 연습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말하기와 

쓰기의 영역에서 문장에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의 학습과 듣기와 읽기의 

영역에서 속담이 인용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의 학습은 학습자의 속담의 

사용과 속담이 사용된 문장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형식중심의 속담 교육은 기존 의미중심의 속담 교육에 비하여 모든 언어 

기능 영역에서 속담이 인용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과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한국어 생활에서 속담의 실용가치를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4.2. 개선 방안 

 

   본 교육에 대한 개선은 교육의 문제를 살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교육 방안의 문제와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의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 

형식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는 교육 내용의 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속담의 기본형식의 제시에서 한국어의 문장, 절, 구에 

대한 개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는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다음에 

제시하는 표현형식의 이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배정 시간을 늘리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추가 건의사항에서 듣기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안았다고 답하였다. 교육 실험에서 듣기 연습을 위하여 단 한 

번만 듣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교육에서 듣기 시간을 늘려 다시 듣기를 

하여 학습자가 듣기에 나온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진행 시간 안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추가 건의사항에서 교수자의 말이 

빨랐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중・고급 학습자는 아직 듣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습자를 배려한 교수자의 말에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 이에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배려한 단어의 사용, 말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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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등의 교육 기교를 개선하여 교육에 적용한다.  

 

 

 

5. 교육의 의의 

 

본 교육의 실제는 제 3 장에서 분류한 속담의 문법형식을 한국어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 방안의 구성에서부터 교육의 실시와 교육 효과의 

검증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식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대만 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3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후에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형식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이 갖는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 

실용적인 속담 교육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형식중심 한국 속담 교육의 실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속담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고 고정적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속담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제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형식은 원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변이형으로도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장에 속담을 원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넘어 

변이형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속담 형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견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형식중심 한국 속담 교육의 

실제는 속담의 문법형식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속담이 인용된 예를 제시하고 모든 언어기능영역에서 속담의 인용을 

연습하여 실용의 교육 효과가 있는 속담 교육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형식중심 한국 속담 교육의 교육 효과를 토대로 보다 

실용적인 한국 속담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교육용 속담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교육용 속담은 교재 저자에 

의하여 선정되어 교육함으로써 속담 학습이 지식에 그치고 실용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언어생활 영역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속담을 

교육한다면 학습자에게 속담의 의미 지식과 함께 인용 방법을 습득하여 

실제 속담의 사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속담 교육은 의미 교육에 더하여 문법형식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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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속담 교육은 속담의 의미를 통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속담의 문법형식 교육을 

한다면 속담을 표현하는 형식의 습득을 통한 속담 인용의 구사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보다 실용적인 속담 교육이 될 것이다. 

셋째, 속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영역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속담 교육은 속담 의미의 이해를 

위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여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속담의 문법 형식 교육을 한다면 속담의 실제 

사용을 위한 4 개의 언어기능영역에서 속담을 인용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속담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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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을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 

속담의 문법 기술에 필요한 형식을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속담 

교육에서 문법형식을 교육하는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 2 장에서는 한국 속담의 개념을 기존 연구의 정의와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 속담이 갖는 여덟 가지의 특징과 함께 

속담의 사용자, 속담이 사용되는 장소, 속담의 전파 방식, 속담의 기능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을 

문법단위로 분류하였다. 사전에 있는 모든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한 결과, 

문장형, 절형, 구형의 세 형식이 관찰되었다. 문장형은 다시 동사형, 

형용사형, ‘이다’형의 세 유형이 나타났고, 절형은 동사형, 형용사형의 두 

유형과 구형은 명사구, 부사구의 두 유형이 조사되었다. 

   또한 뉴스 기사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였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현되는 속담의 문법형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13 개 

일간신문사와 3 개 방송사의 뉴스에 인용된 속담을 추출하여 앞에서 

분류한 속담의 기본형식과 대조하였다. 뉴스에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분류하여 속담의 표현형식을 분류하였다. 속담의 표현형식은 원형과 

변이형의 두 형식이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 변이형은 다시 어순도치, 교체, 

추가, 생략(절단위・구단위・단어단위), 혼합의 다섯 유형이 조사되었다. 

제 4 장에서는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을 연구하였다. 형식 중심의 

한국 속담 교육 연구는 총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형식 중심의 

교육 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속담 

사용을 위한 형식 중심 교수원리의 적용을 모색하였다.  

둘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설계하였다. 교육용 속담의 선정, 교육 

내용의 구성, 교육의 방법안을 구상하였다. 교육용 속담의 선정은 

제 3 장에서 분류한 뉴스 기사의 고빈도 속담 중에서 선택하여 교육하였다. 

교육 내용의 구성은 대중매체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교육의 방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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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활성화’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셋째, 설계한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만의 ㅈ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교육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을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의미 중심의 속담 교육을 

하여 학습평가와 만족도설문을 조사하였다. 학습평가의 결과는 T 검정을 

통하여 양적인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고 만족도설문의 결과는 본 교육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질적인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실시한 형식 중심 속담 교육 연구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의 성과를 살펴보면, 문법형식 중심의 교육 내용이 

속담의 응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대중매체 자료를 이용한 교육 

방식이 학습의 흥미를 주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세 단계의 교육 

방법은 학습자가 속담의 문법형식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교육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6%의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적하였고, 듣기 시간 배정이 짮았다는 의견과 교수자의 말의 속도가 

빨랐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의 의의를 하였다. 본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속담이 고정적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제 언어 영역에서 인용된 속담의 

문법형식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속담이 고정적 형태로만 표현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고의 제 1 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제언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을 교육 목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기존 의미 중심의 속담에 더하여 속담의 형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영역에서 속담 사용을 연습을 교육하여 학습의 실용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본 형식 중심의 속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한국 

속담의 문법형식을 체계화하였다. 사전에 수록된 기본 속담과 실제 

언어생활의 한 영역인 뉴스 기사에 인용된 표현 속담의 문법형식을 

대조하고 분류하여 속담의 문법형식적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는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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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이용한 실제 속담 인용 예문의 제시와 네 언어 기능 

영역에서의 학습이 실용성 있는 속담 형식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형식 중심의 속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학습자 

수준에 따른 위계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즉 효율적인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교육 내용의 조직화하는 단계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 수준에 따른 속담 교육 내용의 위계화 과정이 

후속 연구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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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한국어 교육용 속담 목록 

문법형식 

語法形式 

한국 속담 

韓國諺語 

문장 

句子 

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不知道)細雨濕衣：積少成多。

2.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像狗一樣掙錢，像大臣一樣享受生活

；指拼命賺完錢之後去享受高品質的生活質量。

3.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青蛙沒想到自己是蝌蚪的時間：指忘本。

4.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狗屎入藥也難找：隨處可見的東西用時卻找不到。

5. 개천에서 용 난다.：小河裡出了龍：山窩窩裡飛出金鳳凰。

6. 걱정도 팔자다.：擔心也是命：愛操心。

7.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五十步笑百步。

8.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因為鯨魚的打鬥，蝦子的背斷了。

9.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貓哭老鼠假慈悲。

10.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다.：讓貓看管魚。

11. 고인 물에 이끼가 낀다.：一潭死水。

12. 공든 탑이 무너지랴：費工的塔會倒塌嗎？

13. 구관이 명관이다.：舊官是清官：和後任打交道，才知道前任好。

14.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烏飛梨落。

15. 꼬리가 길면 밟힌다.

：尾巴長的話，就會被踩到：多行不義必自斃。

16. 꿩 먹고 알 먹는다.：一擧兩得。

17.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親娘沒有養娘親。

18. 장님 손 보듯 한다.：瞎子待客，不冷不熱：待客不熱情。

19. 나이는 못 속인다.：歲數不饒人：年齡是騙不了人的。

20. 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잡은 일감이 더 헐어 보인다.

：這山望著那山高；別人的東西看著更好。

21. 놀란 토끼 눈을 하다.：吃驚的兔子眼睛。

22. 눈에 콩깍지가 씌다.：我眼睛裡蒙上了一層紗。

23.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아비 발등의 불을 끈다.

：先熄滅自己腳背上的火，才能熄滅爸爸腳背上的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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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甜的話就吞下，苦的話就吐出來。

2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不要多，也不要少，只要都像中秋節一樣。

26. 돈이 돈을 번다.：錢滾錢。

27.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給人一升，拿回一斗。

28. 뒤로 호박씨 깐다.：背後搗鬼。

29. 등잔 밑이 어둡다.：油燈下方很暗。

30. 땡전 한푼 없다.：身無分文。

31.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一相情愿。

32.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凡事有經驗總是好些。

33.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跑的人之上，有非的人。

34.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蝦虎魚一跳，飯蛸也跳；盲目跟風；盲目追隨。

35.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不為無益之事，不做無用之功。

36.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壞牛犢屁股上長角；越不成器的人越愛惹是生非。

37. 미꾸라지 용됐다.：泥鰍變成龍；形容人從卑微變得顯赫。

38. 미주알 고주알 캔다.：刨根問底兒。

3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被自己的斧子傷了腳背；被親朋坑害。

40. 바늘 가는데 실 간다.：針線不相離；線隨針走；形影不離。

41.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小時偷針，大時偷金。

42. 방귀 뀐 놈이 성낸다.：倒打一耙。

43.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肚臍比肚子還大；本末倒置。

44.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百句好話不如做一種實踐。

4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一張白紙也是兩人抬著輕；齊心協力好辦事。

46.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鷦鷯跟著白鸛走，鴉雀腿撕裂。

47.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快如閃電；風馳電掣。

48.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稻穀越熟越低頭；人越成熟越謙虛。

49.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

：跳蚤的肝都掏出來吃；奪泥燕口，削鐵針頭。

50. 병 주고 약 준다.：給病又給藥；打一巴掌揉三揉。

51.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表面好看的東西一般內容實質也不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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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불 장난에 오줌 싼다.

：玩火的話，晚上會尿床的；危險的事情，小孩不要當玩意。

53.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對失火的房子煽風。

54.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雨過後的土地會變得更加堅固；不打不成交。

55.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根深的樹能耐旱。

56.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先有人後有錢，不是先有錢後有人；人比錢重要。

57. 사람은 얼굴보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

：比起臉蛋來，人更要心靈美；人的心靈美比外在更重要。

58.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堂兄弟買地肚子痛；見不得別人好。

59.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蹩腳巫婆害死人；淺學誤人。

60.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三歲之習至於八十歲，三歲養成的習慣到八十歲也難改。

6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丟了馬才補馬圈；亡羊補牢。

62.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大張旗鼓的喜宴沒好東西吃。

63. 시작이 반이다.：好的開始是成功的一半。

64.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仗要拉，價要講。

65. 썩은 동아줄 같다.：像腐爛的粗繩；無力地倒下的樣子。

66.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까.

：屋裡不生火，屋外不冒煙；無風不起浪；事必有因。

67.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打了孩子娘出來，小事是大事的根源。

68. 안중에 사람이 없다.：視若無睹。

69. 앓던 이 빠진 것 같다.：像拔了病呀一樣一身輕鬆；如釋重負。

70.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陰地轉陽地，陽地變陰地；風水輪流轉，世事循環。

71. 어느 장단에 춤추랴.：不知按哪個拍子跳舞；無所適從。

72.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

：十丈水深可知，一丈人心難知；知人知面不知心。

73.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沒有砍十遍還不倒的樹；功到自然成。

74.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十指連心，咬哪一個手指頭都疼；手心手背都是肉。

75. 옷이 날개라.：人靠衣裳馬靠鞍。

76.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到井邊找鍋巴湯；瞎著急；操之過急。

77.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挖井要一口挖到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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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웃는 낯에 침 뱉으랴.：不能對笑臉吐口水；伸手不打笑臉人。

79.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人有失手，馬有失蹄。

80.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上樑不正下樑歪，上行下效，有樣學樣，上好下甚。

81.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恩將仇報。

82.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陰地轉陽地變。

83.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無話可說，有口難辯。

84.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瞎扯蛋；說離譜的話。

85.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被王八驚嚇，看見鍋蓋也害怕；一朝被蛇咬，十年怕井繩。

86. 작은 고추가 맵다.：小辣椒更辣；秤錘兒雖小，能壓千斤。

87. 잘 나가다 삼천포에 빠지다.

：二屋裡；說話偏離主題，辦錯事情。

88.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狗熊翻跟頭，中國佬收錢；假手他人得利。

89.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年輕的時候要花錢買辛苦。

90. 종로에서 뺨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한다.

：他在外面吃了虧，回到家就拿老婆孩子洩氣。

91. 죄 짓고 못 산다.：自作孽不可活；做了虧心事，甚怕半夜鬼敲門。

92.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老鼠洞也有陽光照進的一天；瓦片也有翻身日。

93. 짚신도 제 짝이 있다.：草鞋也有另一半；破鞋配破袜。

94. 첫술에 배 부르랴.：一口吃不成個胖子。

95.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酒後吐真言。

96. 친구 따라 강남 간다.

：跟著朋友去江南；盲目地跟著別人做某種事。 

97. 코 묻은 돈이라 뺏어 먹겠다.：掙孩子們的零花錢。

9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種大豆得大豆，種小豆得小豆；種瓜得瓜，種豆得豆。

99. 타고 난 복은 남 못 준다.：天生的福分不能分給別人。

100.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胳膊肘往裡拐；人皆有私心。

101. 피는 물보다 진하다.：血濃於水。

102.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見一知十；舉一反三。

103.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自助者天必助之。

10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天無絕人之路，車到山前必有路。 

105.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初生牛犢不怕虎。

106.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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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事乾就睡大覺去；不要管閒事，沒事一邊呆著去。 

107. 형만한 아우 없다：沒有弟弟強似哥：弟弟不如哥哥。

절 

子句 

1. 계란으로 바위치기：以卵擊石。

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往貓脖子上掛鈴鐺。

3. 도토리 키 재기：量橡果的身高。

4. 땅 짚고 헤엄치기：趴在地上游泳。

5.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水里兌水，酒裡兌酒：毫無主見，言行含糊。

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向無底甕注水。

7.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夫妻吵架，如刀割水。

8. 북 치고 장구 치고

：自打鼓自打腰鼓：表示一個人把所有事情包辦了。

9. 뽕도 따고 임도 보고：既采桑又見情人：一舉多得。

10. 섣달 그뭄날 개밥 퍼주듯

：老姑娘大年三十餵狗：一下子給得太多。

11. 단 김에 소뿔 빼듯：一口氣拔掉牛角：趁熱打鐵，一鼓作氣。

12. 소 귀에 경 읽기：對牛讀經。

13. 소 닭 보듯：如牛瞥雞：漠不關心。

14. 식은 죽 먹기：像吃冷掉粥一樣容易：不費吹灰之力。

15. 엎드려 절 받기：按頭受拜：強迫他人做對自己有利的事。

16. 울며 겨자 먹기：哭著吃芥末：勉為其難。

17. 하늘에 별 따기：天上摘星。

구 

詞組 

1. 가재는 게 편：蝲蛄是屬螃蟹的：物以類聚，人以群分。

2. 갈수록 태산：越走越是深山：處境越來越困難。

3. 개 밥에 도토리：狗食裡的橡子：連狗也不吃不理會。

4. 개팔자[무자식]가 상팔자：狗八字倒是好命運。

5.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玉石經過精雕細琢才有其價值。

6. 긁어 부스럼：自找麻烦。

7. 금강산도 식후경：金剛山也要吃完再看

8. 꿀 먹은 벙어리：啞巴吃蜂蜜：啞巴吃黃蓮，有苦說不出。

9. 꿩 대신 닭：以雞代雉：沒合適的就用別的代替。

10. 날개 없는 봉황：沒有翅膀的鳳凰：木餑餑。

11. 내 코가 석자：自己的鼻涕三尺長：自顧不暇。

12. 눈 가리고 아웅：掩目而欺人。

13. 눈은 마음의 거울：眼睛是心靈的鏡子。

14. 눈이 보배：眼睛是寶貝：過日子要有眼力。

15. 닭 쫒던 개의 상：追雞之犬徒望遠山；無可奈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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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 안에 든 쥐：掉在缸裡的老鼠：甕中之鱉。 

17.  동에 번쩍 서에 번쩍：一下子東一下子西：神出鬼沒。 

18.  따 놓은 당상：十拿九穩。大有希望。 

19.  뛰어야 벼룩：跳蚤再能跳，也跳不出多遠。 

20.  마른 날에 날벼락：晴天霹靂。 

21.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公公疼兒媳。 

22.  목구멍이 포도청 

：嗓子眼兒是捕盜廳；肚子是冤家。為了填飽肚子壞事都得乾。 

23.  무소식이 희소식：沒有消息就是好消息。 

24.  무자식이 상팔자：無兒無女就是福，無子無憂。 

25.  물 만난 오리 걸음：如鴨遇水。 

26.  민심이 천심：民心是天心：民意最公正，切不可違背。 

27.  벙어리 냉가슴：就像啞巴獨自煩惱：獨自鬱悶不能對人說。  

28.  보고 못 보는 것은 그림의 떡：看得到但吃不到的東西是畫中糕。 

29.  빛 좋은 개살구：金玉其外敗絮其中；徒有虛名。 

30.  사랑은 내리 사랑 

：只有向下的愛；父母愛子女易，子女愛父母難。 

31.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岳母疼女婿，公公疼兒媳。 

32.  사위는 백년 손님：女婿是百年顧客。 

33.  산 넘어 산：越山又是山。 

34.  새발의 피：鳥腳的血。 

35.  새장에 갇힌 메새：被關在籠子裡的山鳥。 

36.  세월이 약：時間是良藥。 

37.  손톱 밑의 가시：指甲縫兒里扎了根刺。 

38.  싼 게 비지떡：價錢便宜的是豆渣糕。 

39.  쏟아진 물：覆水難收。 

40.  쓸개 빠진 놈：沒腦子的傢伙，沒主見的傢伙。 

41.  아는 것이 병：知道是疾病。 

42.  아닌 밤 중에 홍두깨：突頭突腦。 

43.  약방에 감초：藥中咁草。 

44.  얼굴은 마음에 거울：相由心生。 

45.  옥에 티：白玉微瑕：美中不足。 

46.  의심이 병：懷疑人家也是種病 

47.  이 빠진 호랑이：掉了牙的老虎：打死老虎。 

48.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 

：做得好誇自己，做得不好怪祖宗：做不好事怪別人。  

49.  지극정성：極其至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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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습평가 

50. 충주 자린고비：忠州的吝嗇鬼。

51. 티끌 모아 태산：積塵堆成泰山：積土成山。

52. 허울 좋은 하눌타리

：漂亮的栝樓(西瓜)：大面包。大草包。花木瓜。

韓國諺語學習單 

한국 속담 학습 평가 

실험집단 / 통제집단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속담을 쓰세요. (각 10 점)

1.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람이 없을 때는 ?

2.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은? 

※ 다음은 오늘 배운 한국 속담입니다. 속담 문장의 빈칸을 채우세요.

(각 10 점)

3. (  ) 놈 위에 (  ) 놈 있다. 

4. 살림하는 녀편네가 (  ). 

※ 다음 대화를 읽고 밑줄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각 20 점)

5.

박서준 : 지갑에 무슨 카드가 그렇게 많아? 

박민영 : 아, 이거? 포인트 카드야.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 

박서준 : 얼마 안 되는 포인트 가지고 뭘 하겠다고? 

박민영 : 모르는 소리 하지 마. ‘__ __  __ __  __ __’이라고 내 

친구는 포인트를 모아 가방을 샀어. 

6. 

남친 : 뭘 이렇게 많이 사 왔어요? 

여친 : 내일 소풍가니까 김밥 싸려고요. 

DOI:10.6814/NCCU202000411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niv

ers
i t

y

 

106 
 

 

 

[부록 3] 학습자 만족도 설문 조사 

 

남친 : 우리 둘이 먹을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친 : 호호호, 제가 좀 __ __  __ __ ! 

 

※ 7. 오늘 배운 속담을 사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20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以形態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的學習滿意度問卷調查 

형태초점 중심 한국 속담 교육의 학습자 만족도 설문 조사 

 

各位同學： 

您好！為增進以形態為中心之韓國諺語教學的研究品質，請針對該堂課

程內容完成這張回饋表，您的寶貴意見將用於改進往後的教學內容。本問卷

所收集的資料僅供研究參考，不會另作他用，感謝您的合作！ 

 

研究生 裴英蘭 敬啟 

baeyoungran@gmail.com 

 

※ 請依據您的感想回答下列問題，在適當的欄位內打一個「    」記號。 

量表說明 : 5-非常認同、4-認同、3-普通、2-不認同、1-非常不認同 

編號 問題 5 4 3 2 1 

1 整體而言，我能理解本次教學內容。      

2 我知道韓國諺語的形式有基本形式與表達形式。      

3 
我認為本次諺語教學內容對提升運用語法能力很

有效。 

     

4 
我認為運用大眾傳播媒體的本次諺語教學方式很

有趣。    

     

5 我認為本次運用大眾傳播媒體的諺語教學方式，而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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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Ｔ검정 결과 

 

群別統計量 

 

獨立樣本檢定 

 

提升學習成效。 

6 我學到引用諺語的多樣表達方式。      

7 我認為本次諺語的教學內容很實用。      

8 
本次課程結束後，我會更加注意生活韓語裡出現

的諺語形式。  

     

9 我認為韓語教學需要「諺語形式」的教學內容。      

10 我對本諺語形式教學的內容感到滿意。      

 

※ 請您簡單說明下列問題： 

 

1. 我認為在韓語課程中「諺語形式」內容必要或不必要的理由是： 

 

 

2. 我對本次諺語課程滿意或不滿意的理由是： 

 

 

3. 我希望授課老師能改善這些方面，讓課程更加完善： 

 

 

組別 個數 平均數 標準差 平均數的標準差 

           實驗 

控制 

17 

15 

87.7647 

70.8000 

6.14949 

11.44053 

1.49147 

2.95393 

 變異數相等的 Levene 檢定 平均數相等式的 t 檢定 

F 顯著性 t 自由度 
顯著性 

（雙尾） 
平均差異 標準誤差異 

差異的 95% 信賴區間 

下界 上界 

平均分數    假設變異數相等 9.264 .005 5.313 30 .000 16.96471 3.19310 10.44352 23.48589 

不假設變異數相等   5.127 20.862 .000 16.96471 3.30911 10.08026 23.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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