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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속담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지어지고 전승된 민

중의 산물로, 민중이 공감하고 애용하는 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또한 속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물론 역사, 문화, 풍습 등을 잘 담고 있는데, 특히 한 민

족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한국 속담과 중국 속담 중에서 人性과 飮

食男女 등의 욕망에 관한 속담들을 선별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공통성과 차이

성에서 이와 관련한 양국의 서로 다른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韓中 속

담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담이 많다는 것은 이는 유교가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

회에 끼친 전반적인 향으로 사회정치구조, 가정구조가 유사성을 띤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간의 본능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통한다는 이유가 더 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제들에 대해서 한국 속담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 한국 

속담이 그 안에 있는 인간관계상의 특별한 심리 또는 특정한 성격이나 상황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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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생각 등의 표현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섬세한 내용이 존재하 고 또 일부 그런 

속담에 대해서는 중국의 속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 의미상

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人性 및 飮食男女의 욕망을 표현하는 韓中 속담은 그야말로 

大同 異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는 韓中간의 역사적 유사성보다는 人性

과 飮食男女의 욕망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성과 더욱 

긴밀히 관련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 과 상

본고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서 人性과 飮食男女 등의 욕망이 어떻게 표

현되어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간관 및 식욕, 애욕 등의 의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 

속담에는 “그 사회 고유의 문화, 역사, 풍습, 민족성, 생활상, 특수성, 가치관 등

이 구석구석 배어 있으며 그 사회를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와 철

학들이 담겨져 있다.”1) 우리의 속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諺語이다. 諺語

는 古來로부터 우리 속담에 상응하는 언어표현으로 여겨져 왔다.2) 본고에서는 중

국의 諺語도 속담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속담에는 세상 이치나 살아가는 도리, 또는 세상의 어떤 현상에 대한 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3)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人性에 관한 속담들을 찾아

 1) 리룡해, 장 림, <중한속담에 나타난 량국문화의 차이점> 중국조선어문, 2007(3), 4쪽.

 2) “俚語曰諺。”(《尚書⋅無逸》 某氏傳) “諺，俗語也。”(《禮記⋅大學》 釋文) “諺，俗

也。”(《左傳⋅隱公十一年》 釋文) “諺，傳也。”(《廣雅⋅釋詁》 “諺，俗所傳 也。”(《漢

書，五行志》) 등 古代 經典에서 諺語는 속담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溫

端政, 《諺語》 商務印書館, 1985. 3쪽.

 3) 부모 관련 어휘 중심의 속담에 관한 논문(정산, 《부모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 속담의 

한⋅중 대조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년)을 보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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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人性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뜻한다.4) 이는 곧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정 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

주하고 선별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일찍이 《禮記⋅禮運》에서 이르기를 “먹고 마심

[飲食]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림[男女]은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며, 죽음과 빈

곤함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과 혐오는 마음이 작용하

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5)라고 하여 사람의 本性 중에 식욕과 애욕이 매우 

강하고 요긴한 것임을 지적한 데에 착안하여, 이러한 人性과 飮食男女의 내용들을 

담은 속담들도 함께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속담들은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공감대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속담”으로 변형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승력이 약화되어서 점차 민중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기회를 가지

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6) 우리 인간의 본성과 기본 욕구에 관한 

이 속담들이 오늘날의 민중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승되어 갈 것들인지도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오히려 또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방향을 찾기 힘든 시대이

다. 옛 사람들의 인간 자신 및 인간이 지니는 여러 욕망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오늘날을 새롭게 돌아보는 溫故知新의 가르침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 이치와 도리[실례로, 태도 윤리와 도덕 등에 관한 것들]에 관한 것이 많았다. 결

국, 속담은 이른바 세상사와 인간의 이치나 도리에 대해 축적되어 온 지혜를 담고 있는

데, 인간 윤리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규범과 당위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준거 자체에 人之常情의 측면이 있어 어느 사회

에서나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마련이다. 이 주제를 다룬 속담들에 대해서도 그 표현과 

문법적 특징 등이 연구되어왔고 의미론적 문화적 방면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및 언어의 

속담과 비교 대조하는 것도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대한 속담들이기에 

그 하위주제를 나누어 다양하게 분석하는 등 다른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뜻이다.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0월 1일 검색)

 5) “飲食男女，人之大欲存焉；死亡貧苦，人之大惡存焉。故欲惡 ，心之大端也。”

 6) 박환 , 《속담과 수수께끼로 문화 읽기》 새문사, 2014.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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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방법

중국에는 인간과 사회 및 자연 현상 등 어느 주제에 대해서든지 매우 풍부한 속

담이 존재한다.7) 또 그러면서도 “韓中 양국은 정치, 역사, 관습에 따른 문화적 요

소 때문에 표현은 완전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속담 형태가 존재한다. 비유의 대상

이 된 사물이나 서술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도 등가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속담이 

있”8)는 반면, “韓中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가까운 나라이지만 상이한 사회 

제도, 역사 배경, 삶의 방식, 민족 습성 그리고 자연환경 등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

로 전혀 다른 표현의 속담이 존재하게 된다.”9)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속담 중에서 

人性과 飮食男女 등의 욕망이 표현된 속담과 이에 상응하는 속담을 중국 속담 중

에서 찾을 때 중국 속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속담

을 타 언어로 전환할 때 등가전환이 불가능한 속담이 꽤 많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문맥에 맞는 해석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미전달을 할 수밖에 없”10)을 것이다. 

속담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가치관과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상응하

는 속담의 존재 또는 부재 그 자체는 일종의 문화적 차이성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주목하여 韓中 속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의 본 연구는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한국 속담에 대응하는 중국 속담을 선별하 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속담을 직역하여 중국어로 병기하는 방법을 채택하

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11) 먼저 각 주제에 따라 첫 글자의 子母 으

 7) 중국어 속담[諺語]을 검색할 수 있는 [短美文] http://www.duanmeiwen.com/에서 

속담을 살펴보면, 절기, 기후, 뱀, 용, 만리장성 등 각종 주제의 속담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주제마다 2~3백 개 정도의 속담들이 존재하며 그 풍부함을 드러내고 있다. 중

국에는 속담 관련 연구 성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이다.

 8) 김명순,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속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2015년, 126쪽.

 9) 上同, 이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

란다. / 一朝被蛇咬，十年怕井繩。”, 125쪽.

10) 上同.

11) “條目的譯文基本上選用了 應的漢語成語或諺語，不得已時方采用直譯法。 直譯的

條目, 有些做了必要的注釋。” 外經濟貿易大學 朝鮮語教研室, 《朝漢成語諺語詞典

조한성구속담사전》, 商務印書館, 1986년, 說明. 물론 이 책은 북한 속담과 중국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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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 속담을 제시하고, 그 속담과 같거나 유사한 한국 속담이 존재할 경우 ‘⇨’

으로 표시하고 그것이 북한 속담인 경우 또는 표제 속담 자체가 북한 속담인 경우 

[북]라고 표시할 것이다. 특정 속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다른 뜻을 별도로 지니는 

경우에도 [북]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한국 속담에 상응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중국 속담이 존재할 경우엔 

[同]이라 표시하고, 반대로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존재하지 않아 다만 중국어로 번

역한 경우에는 [Ø]으로 표시하고자 하고 각각 그 개수를 병기할 것이다. 이 각각의 

개수를 주제 옆에도 [5개/6개]와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어서 ( ) 안에 속담의 뜻풀이를 기재하기로 한다.12) 속담에 대한 중국어로의 번

역이나 상응하는 중국 속담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본고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에 

부합하는 한국 속담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3) 또는 《남북한 속담을 집

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에서도 찾아보기로 한다.14) 아울러, [비교] 표시를 하여 韓

에 대한 사전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 더 적합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

쉽지만, 현재 이 정도 분량이나 상호 대조가 가능한 속담을 갖춘 韓中속담사전이 존재

하지 않고 북한과는 같은 민족으로서 속담에 있어서 상당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본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속담임을 

확인하 고 동시에 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속담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이라

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속담의 뜻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도 본문에서 

언급하듯 [북] 표시를 하 다. 主編 宋昌洙, 金仁龍, 《韓中諺語詞典》，延邊大學出版

社, 2008년. 이 韓中속담사전이 한국 속담을 직역하기도 하고 그에 근접하는 중국 속

담을 수록하고 있기도 해서, 본고의 연구목적에 더 적합할 수 있으리라 추정되지만, 본

고의 진행 중에 이 사전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구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 수록된 속담을 인용

할 때에는 기본 자모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각주를 달아 쪽수를 알리는 

것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전에서는 우리의 자모에 따른 기재 순서와 일부 다

른 점이 보이는데, ‘ㅎ’ 뒤에 된소리 자음으로 시작하는 속담이 자모 순서로 수록되어 

있고 또 그 뒤에 ‘ㅇ’으로 시작하는 속담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모음의 경우 ㅣ모음

까지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같으나, ㅣ모음의 뒤에 ㅐ모음이 나오고 다시 그 뒤에 ㅔ모

음이 나오는 순서와 이와 결함하는 자음의 순서로 속담을 수록하고 있음을 밝힌다. 

13)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에 한국 속담의 단어별 검색이 가능해 주제

별 속담을 찾는 데에 활용하 다.

14)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속

담의 뜻풀이가 필요한데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일부 속담의 뜻풀

이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위 사전을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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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속담의 주제별 공통성 또는 차이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韓中의 人性  飮食男女 련 속담 비교 

1. 人性 련 속담

1) 父母愛와 련한 人性 [8개/6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8개

a. 남의 자식 고운 데 없고 내 자식 미운 데 없다.15) (자기 자식은 못생겨도 잘

나 보이는 부모의 애정을 이르는 말) 

b. 딸자식은 도둑년이다. ⇨ 딸은 예쁜 도적.16) [同] 女到娘家是个贼，十回

来，九回失。(딸은 키울 때나 출가한 후에도 아들보다 더 돈이 들고 친정집 세간

도 축내지만, 딸에 대한 애정이 커서 그것이 도리어 예쁘게만 보임을 이르는 말)

c. 아비만한 자식 없다. [同] 子女惜爺娘，都無一寸長 ；爺娘惜子女，好比長

江水。娘想兒，長江水；兒想娘，扁擔長。(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만은 못함;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되더라도 부모만큼은 못

함)17) 

d. 자식 둔 골은 호랑이[범]도 돌아본다. ⇨ 자식 둔 골에는 호랑이도 두남둔다. 

⇨ 호랑이도 자식 난 골에는 두남둔다.18) ⇨ 범도 새끼 둔 골을 두남둔다[센다]. 

[同] 愛子之心皆有之。虎毒不吃親生子。(범과 같이 모진 짐승도 제 새끼를 두고 

온 골은 힘써 도와주고 끔찍이 여긴다는 뜻으로,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으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따로 보기의 

[속담]의 뜻풀이에서 ‘애정’ 포함 문자로 검색.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

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16) 上同.

17) 여기서는 이 속담의 첫째 뜻을 준거로 삼아 가족애 관련 속담으로 분류하 다.

18) ‘두남두다’는 ‘애착을 가지고 돌보다.’라는 뜻으로 쓰 다. ‘잘못을 두둔하다’라는 뜻도 있

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8년 

10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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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록 악인이라도 제 자식의 일은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잘해 준다)19)

e. 자식은 내 자식이 커 보이고 벼는 남의 벼가 커 보인다. ⇨ 곡식은 남의 것이 

잘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 아이는 제 자식이 잘나 보이고 

곡식은 남의 곡식이 잘되어 보인다. ⇨ 자식은 제 자식이 좋고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다. [同] 孩子是自己的好，莊稼是別人的好。(자식은 자기 자식이 잘나 보이고 

재물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 탐이 남)

f. 자식을 길러 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同] 養子方知父母恩。(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두터움을 이르는 말; 무슨 일이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속까지 다 알기 어려움)

g.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예뻐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뻐드렁니에 애꾸라도 

예뻐한다. ⇨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위 사랑은 장모. [同] 公公疼兒媳，丈母

娘疼女婿。
h.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 하나

는 열을 꾸려도 열은 하나를 못 꾸린다. [同] 父母能養十個子女，十個子女養不了

一雙父母。子女多父母也都能給養大，但子女多卻養不了父母。(자식이 많아도 부

모는 잘 거느리고 살아가나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다)

[비교] 자기 자식(사위/며느리)만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기도 하는 것은 東西古

今의 부모(장모/시아버지) 심정임을 증명하듯(a, c, e, g) 이런 속담들이 韓中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한편 가족이기주의 혹은 가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諷刺와 警

戒의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부모의 자식이나 다 예쁘고 잘날 수는 

없을 테니,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d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자식의 孝는 부모의 자식 사랑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속담(b, f, h)도 韓中의 공통 요소이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6개

a. 아버지는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형은 아우가 더 낫다고 하면 노한

19) 이 속담의 뜻풀이는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283-284쪽.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뜻풀이가 수

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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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Ø] 說兒子好, 子高 ; 說弟弟強，哥哥生氣。
b. 아이 버릴 덤불은 있어도 나 버릴 덤불은 없다.20) (자식에 대한 애정이 크다

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층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c. 어린아이 병엔 어미만한 의사 없다. [Ø] 孩兒的病，母親是良醫。([북] 앓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 정성은 아무리 이름난 의사의 의술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극진

하고 신통하다) 

d. 아침놀에는 며느리를 김매러 보내고 저녁놀에는 딸을 김매러 보낸다. ⇨ 가을

볕에는 딸을 쬐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쬐인다. (아침놀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미

운 며느리를 김매러 보내고, 저녁놀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귀여운 딸을 김매러 보낸

다)21)

e.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 품 안의 자식. [Ø] 在懷裏才算兒。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서는 제 뜻대로 행동한다)

f. [북] 자식이 부모의 맘 반이면 효자 된다. ⇨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 [Ø] 子女的心趕上父母的一半,就是孝子。(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

할 수 없을 크다는 말)

[비교] a, c, d는 부모의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 표현하며, 모성애에 대

한 강조(c), 형제간의 감정(a)이나 며느리에 대한 태도(d)에 관한 것들은 한국 속

담에 더 많아 보인다. 한편, b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여타 속담들과 달리, 

부모 된 입장의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인간의 실

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 속담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

었다. e는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f는 기본 의미는 ➀의 b, f, h와 마찬가지다(자식의 孝는 부모의 자식 

사랑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 따라서, 이 f에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존재하지 않는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따로 보기의 

[속담]의 뜻풀이에서 ‘애정’ 포함 문자로 검색.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

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된 사람도 결국

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모성애의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

서 인간이 지닌 자기애의 면모를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21)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425쪽.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상 보충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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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국 속담에서 사용된 단어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속담이 존재하지 않은 데 기

인한 것이다.

2) 아이와 노인의 속성22) [3개/0개]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3개

a. 늙은 말 콩 더 달란다. ⇨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 [同] 越 越饞。越 越

癲。(사람은 늙어 갈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

b. 늙으면 아이 된다. ⇨ 늙은이 아이 된다. ⇨ 여든 살이라도 마음은 어린애

라.[同] 人 了，漢 了。人 倒縮。(늙으면 언동( 動)이 아이들 같아진다.)

c. 아이 손님이 더 어렵다. [同] 孩子客人更難待 (철없는 아이는 조금만 잘못하

여도 섭섭해 하므로 아이 손님 치르기가 더 어렵다)

[비교] 이상을 보면, 韓中 모두에 아이와 노인의 특징에 대해 공통되게 파악하고 

있는 속담들이 대다수 존재한다. 노인이나 아이는 상대적인 약자로서 주변 사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타자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많고 까다롭게 여겨

질 수 있는 인간심리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있는 이런 속담 모두에 대해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존재했다.

3) 人性이 지니는 여러 면모 [10개/6개]

①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10개

a. 느린 소도 성낼 적이 있다. ⇨ 뜬 쇠도 달면 어렵다. ⇨ 뜬 솥도 달면 힘들

다. [同] 兔子急了也咬人。綿羊著急了，也能撞死人。(성미가 느리고 순한 사람도

[성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도] 성내면 무섭다) 

b. 세 살 적 마음 여든까지 간다. ⇨ 제 버릇 개 줄까? [同] 三歲定八十，八

歲。 ⇨ 一個人一個性，一個官一個量。(십인십색(十人十色). 열 사람이면 열 사

람의 성격이나 사람됨이 제각기 다르다) 

c. 마음씨가 고우면 옷 앞섶이 아문다. [同] 心地美，前襟也端正。(아름다운 마

22)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중국에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 제목

만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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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겉모양에도 나타난다)

d. 옥에도 티가 있다. [同] 聖人也有三分錯。人無完人，金無足赤。(아무리 훌

륭한 사람 또는 좋은 물건이라 하여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소한 흠은 있다)

e. 입에 문 혀도 깨문다. [同] 人有錯漏，馬有失蹄。(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음)

f.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솥뚜껑] 보고 놀란다. ⇨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

도 헐떡인다. ⇨ 뜨거운 물에 덴 놈 숭늉 보고도 놀란다. ⇨ 불에 놀란 놈이 부지

깽이[화젓가락]만 보아도 놀란다. [同] 一朝被蛇咬，十年怕井繩。(어떤 사물에 몹

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

g. 지렁이도 밟으면[다치면/디디면] 꿈틀한다. [同] 是人都有三分火，泥人也有

性兒。 雞臨死還要蹬蹬腿。(아무리 눌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

h. 참새가 방앗간[올조밭]을 그저 지나랴. [同] 麻雀不 直接飛過磨坊；沒有不

吃腥的貓。(욕심 많은 사람이 잇속 있는 일을 보면 가만있지 못한다; 자기가 좋아

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

i. 참새가 방앗간에 치여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 ⇨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 

[同] 麻雀撞在碾坊上 ，臨死還要蹬三蹬。(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대항한다는 말; [북] 아무리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도 자기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한

다)

j. [북] 허욕에 들뜨면 눈앞이 어둡다. ⇨ 허욕에 들뜨면 한 치 앞도 못 본다. 

[同] 利令智昏。利欲薰心。
[비교] 사람의 본성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오래 지속되며 그것이 각각 다름

(b, i[북])을, 사람은 한계에 달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음(a, g, i)을, 인간은 완벽

할 수 없음(d, e)을, 욕심을 감추기 어려운 인간의 속성(h, j)을 여실히 깨닫게 해

준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6개

a. 도둑개가 겻섬에 오른다. [Ø] 活兒顯得自己的多，吃的顯得人家的多。(제가 

탐내는 것을 할 적에는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 [북] 사람의 욕심이 끝없음을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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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르는 말) 

b. 어진 사람과 머저리 차이는 종이 한 겹 새. [Ø] 善人和傻子只隔一層紙。(구

시대에 어진 사람을 어리석게 여긴 잘못에서 나온 말)23)

c. 시시덕이는 재를 넘어도 새침데기는 골로 빠진다. [Ø] 大大咧咧的人過得了

山 崗，一本正經的人陷進峽穀裏。(시시덕이는 보통 때 실없이 보이는 것과는 반

대로 그다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나 늘 새침하고 얌전한 체하는 새침데기는 도리

어 골짜기로 빠져 엉뚱한 일을 한다는 말이니, 외향적(外向的)인 성격을 가진 사람

보다 내성적(內省的)적인 사람이 외곬으로 빠져 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e.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 [Ø] 黃瓜有籽, 盜賊無種。(도둑질은 

유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 먹으면 누구나 도둑이 될 수 있다)

f.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Ø] 一色有疏，薄色無疏。(아름다운 

여자는 흔히 잘난 체하므로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여도, 못생긴 여자는 다소곳하므

로 소박을 당하는 일이 적다; 사람됨은 얼굴과 상관없음)

g. 차돌에 바람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 [Ø] 風化石英不如浮石。(야무진 사람일

수록 한번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비교] 특정한 성격이나 상황을 지닌 사람의 일부 속성(b, c, f, g) 대해 표현하

는 속담은 중국 속담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사람의 타고난 됨됨이가 변할 수 없음과 있음24) [4개/0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4개

a. 닭의 새끼 봉(鳳)이 되랴 각관 기생 열녀(烈女) 되랴? [同] 雞變不成鳳

凰。猴子穿上綢緞也還是猴子。狼披羊皮總是狼。(타고난 性品은 어떻게 해도 고

칠 수 없다)

b. 십 년이면 강산(江山)도 변한다. [同] 滄海桑田。(십 년이란 세월 흐르면 세

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25) 

23)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의 이 속담의 뜻풀이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것

을 번역하 다.

24)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중국에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 제목

만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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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 팔자 도망은 독 안에 들어도 못한다. 

[同] 天命難違。(운명은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다)

d.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죽는다. [同] 本性難改。(사람이 평소

에 가지고 있는 본색이나 행실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다)

[비교] 이상을 보면, 韓中 양국에 사람이 태어날 때 지닌 人性이 변한다고 하는 

것(b)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a, c, d), 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속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인간의 多面性 혹은 일정 정도의 不可知性이 존재한다고 볼 

때 충분히 타당한 결과라 여겨진다. 

5) 인간 계와 련된 人性 [9개/5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9개

a. 늙은이는 괴는 데로 간다. ⇨ 어린아이와 개는 괴는 데로 간다. ⇨ 아이도 사

랑하는 데로 붙는다. ⇨ 아이와 늙은이는 괴는 데로 간다. ⇨ 어린아이와 개는 괴

는 데로 간다. [同] 孩子和狗，誰喜歡就跟誰。(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 주

는 사람을 따른다)

b.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同] 十丈深水易測，一個人心難探。(사람의 속마음을 알

기란 매우 어렵다)

c. 아이 자라 어른 된다. [同] 鼻涕蟲,長大當英雄. 人長大, 水彙大. 

孩不可欺。(보잘것없는 일이 차차 발전하여 크게 되거나 큰일이 됨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북]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므로 어리고 하찮은 아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26)

d. 잘난 사람이 있어야 못난 사람이 있다. [同] 不登高山，不顯平地。(선과 악, 

좋은 점과 나쁜 점 따위는 비교가 되어야 뚜렷하게 나타난다)

25) 이 속담은 시간에 따른 세상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지만, 사람의 됨됨이도 긴 시간이 지

난 후에는 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人性에 대한 속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주제에 속하는 속담으로 분류하 다.

26) 여기에서는 이 속담의 북한에서의 뜻을 준거로 하여 인간관계와 관련된 人性에 관해 

표현하는 속담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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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비하고 쌈 안 하면 그만이지. [同] 見怪不怪，其怪自敗。(상대편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쪽에서 상대하지 아니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f. [북]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찾아오랴. [同] 夜貓進宅，無事不來。(어떤 행동

이든지 다 추구하는 목적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g.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同] 一日夫妻百日恩。(잠깐 사귀어도 깊

은 정을 맺을 수 있다)

h. 한집 살아 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을 안다. [同] 患難見朋友。人到難處才見

心。(사람의 마음은 오래 같이 지내면서 역경을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

i. 한 치 걸러 두 치. ⇨ 한 다리가 천 리. [同] 咫尺天涯。 咫尺萬裏。(촌수나 

친분은 멀어질수록 더욱 사이가 벌어진다)

[비교] 사람들 간에 관계를 쌓는 방식(a, e, f, g, h, i)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 

방식(d)이 韓中간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g가 짧은 시간에 사람이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면, b, h, I는 사람 간의 관계가 친근해지기 쉽지 않음을 표

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단편적이지 않은 복잡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5개

a. 아홉 살 먹을 때까진 아홉 동네서 미움을 받는다. ⇨ 아홉 살 일곱 살 때에는 

아홉 동네에서 미움을 받는다. [Ø] 九歲前的孩童遭九村人的恨。(아홉 살 일곱 살 

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 몹시 심하고 말도 안 들어 미움을 받게 됨) 

b. 이웃집 며느리 흉도 많다. ⇨ 동네 무당 하지 않다. ⇨ 동네 의원 용한 줄 

모른다. [Ø] 鄰居媳婦閑話多。(서로 잘 아는 사이에는 상대의 결점이나 단점을 많

이 알고 있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c. 작은며느리 보고 나서 큰며느리 무던한 줄 안다. ⇨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맏며느리 착한 줄 안다. [Ø] 娶了 兒媳，才知大兒媳厚道。(먼저 있던 사람의 좋

은 점은 나중에 온 사람을 겪어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됨을 이르는 말.)

d. 호랑이도 쏘아 놓고 나면 불쌍하다. [Ø] 死 虎 ，猶生憐意。(아무리 밉

던 사람도 죽게 되었을 때는 측은하게 여겨진다)

e. [북] 호랑이도 제 새끼를 곱다고 하면 물지 않는다. ⇨ 호랑이도 제 새끼를 

사랑하면 좋아한다. [Ø] 說它的崽子乖， 虎也不咬你。(사람은 제 자식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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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아니한다)

[비교] 어린 아이의 아홉 살 즈음의 특징 혹은 이때 아이들에 대한 훈육에 있어

서의 나이에 따른 특수성(a), 가까운 사이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구체적

인 정황(b, c, d, e) 등에 관련한 일부 속담은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것으로 볼 때, 

한중 두 나라의 속담들이 담고 있는 세부적인 심리나 감정의 내용들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는 父母愛(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관한 人性의 주제

에 속한 속담으로도 볼 수 있다.

6) 교육과 련된 人性에 한 속담 [7개/4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7개

a.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同] 定終身。三歲到 ，百歲勿改。樹 扶直易，
樹大扳直難。(어릴 때 마음이 늦도록 변하지 않는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

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

b. 부모가 자식을 겉 낳았지 속 낳았나. ⇨ 부모가 자식을 겉 낳았지 속 낳았나. 

[同] 養得倒身，養不倒心。(자식이 좋지 못한 생각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

모의 책임이 아님) 

c. 아이들 보는데 찬물도 못 마시겠다[마신다 / 먹는다]. [同] 大人爬牆， 孩

學樣。大人沒教育， 孩爬灶頭。大狗爬牆， 狗看樣， 子偷瓜 果，兒子殺人

放火。大 無好樣。(아이들은 보는 대로 모방하므로 아이들이 볼 때는 함부로 행

동하거나 말을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이 하는 것을 바로 그대

로 따라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d. 악인 갖다 성인 만들려면 만들고 성인 갖다 악인 만들 수도 있다. [同] 能變

惡人爲善人，能變善人爲惡人。(사람은 가르치는 데 따라 잘도 되고 나쁘게도 된

다) 

e.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친다. ⇨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同] 良藥苦口利

於病， 忠 耳利於行。良藥苦口，忠 耳。(자기에 대한 충고나 비판이 당장

은 듣기에 좋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면 자기 수양에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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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북] 자식도 농사와 같다. [同] 養兒如種莊稼。養兒要教，莊稼要耨。至兒至

女至莊稼。(농사짓는 일처럼 자식을 키우는 일도 제때에 자식을 낳고, 낳은 후에는 

각 시기에 알맞게 돌보는 정성이 필요함)

g.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알아본다]. ⇨ 나무 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

본다.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용 될 고기는 모이 철부터 안다. 

⇨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同] 見微知著。從 看

大。人看其 ，馬看蹄跑。 人看從 ，馬看蹄爪。(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

리 장래성이 엿보인다)

[비교]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이 인간에 끼치는 막대한 향력 등에 대한 관념

(a, c, d, e, f)이 韓中 속담에 공통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부모의 교육열이 강하다는 면에서 속담의 현실 문화의 반 으로서 전승되

고 있는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반면, b는 자식에 대해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4개

a. 아이는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라. [Ø] 生得大不如養得大。(아이를 낳을 때

는 크다 작다 따지지 말고 잘 길러서 큰 사람이 되게 하라; [북] 일을 손쉽게 하면

서 큰 성과를 내게 하라) 

b. 아이는 칠수록 운다. ⇨ 아이와 북은 칠수록 소리 난다. [Ø] 孩越打越哭。
(우는 아이는 때리는 것보다 잘 달래야 함)

c.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Ø] 牛犢馬駒

要下 ，人的子女要進京。 (마소는 먹이가 풍부한 시골로 보내고, 사람은 견문이 

많아 배울 것이 많은 도회지로 보내야 잘 될 수 있다)

d. 아이하고 여자는 길들일 탓. (아이와 여자는 가르치고 길들이는 대로 착하게

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27)

[비교] 위 속담들은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사고방식은 역시 韓中 간에 차이가 날 

27)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424쪽. 《朝漢成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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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7) 일이나 재능과 련된 人性 [12개/3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12개

a. 긴병에 효자 없다. ⇨ 장병에 효자 없다. [同] 久病無孝子。長病床前無孝

子。(무슨 일이거나 너무 오래 끌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소홀해짐)

b. 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 [同] 心平過得海，搖櫓去東番。(화가 

풀리고 걱정이 없어지면 일도 힘들지 않고 쉬게 된다)

c. 수제비 잘 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 한다. [同] 推磨子，就 推碾子。(어떤 

한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다른 일도 잘한다)

d. 재간을 배 안에서부터 배우겠나. ⇨ 재간을 배 속에서 타고난 사람 없다. 

[同] 才幹哪能從娘子肚子裏學來。(재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

으로, 무엇이든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음)

e. [북] 참새 백 마리면 호랑이 눈깔도 빼 간다. [同] 蟻多困死蟲。人多力強，
狗多咬羊。(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힘과 지혜를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음)

f. 참을 인(忍) 자를 붙이고 다니랬다. [同] 要時時記著“忍”字。“忍”字有三，可

免殺人之禍。忍一時之氣，免百日之憂。(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g. 팔이 들이굽지[안으로 굽지] 내굽나[밖으로 굽나]. ⇨ 손이 들이굽지 내굽나. 

[同] 掌頭朝外打，胳膊朝裏彎。(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

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함은 人之常情이다)

h.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同] 種豆得豆，種瓜得瓜。(무엇이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

타남)

i. [북] 한 소[말] 등에 두 길마를[안장을] 지울까. ⇨ 한 어깨에 두 지게 질까. 

⇨ 한 몸에 두 지게 질 수 없다. [同] 一馬之背，兩鞍難載。一人不可二任; 一身

不當二役。(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j.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으라고 민다. [同] 人多瞎胡說，雞多不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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蛋。(일할 사람이 여러 명이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

k. [북] 호랑이도 제 숲만 떠나면 두리번거린다. [同] 虎離山無 ，魚離水難

活。(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생소하여 조심하게 된다)

l. 허수아비도 제구실을 한다. [同] 天不生無用之人，地不生無根之草。(아무리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비교] 일과 재능 및 이와 관련한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들의 심리나 원리들에 관하여 韓中 속담 대부분이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l을 제

외한 나머지 속담들은 주요 단어도 거의 흡사하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3개

a. [북] 하기 싫은 일은 오뉴월에도 손이 시리다. [Ø] 不想幹的話，五黃六月也

凍手。(의욕이 없는 일에는 열성이 나오지 않는다)

b. 한 외양간에 암소만 둘이다. ⇨ 한 외양간에 암소가 두 마리. [Ø] 一廄二雌

牛。 (같은 것끼리만 있어서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없다)

c. 후추는 작아도 진상에만 간다. [Ø] 人不起眼卻有大作爲。(작은 사람이 똑똑

하여 훌륭한 구실을 한다)

[비교] 하기 싫은 일에 대한 태도(a)나 덩치가 작은 사람에 대한 판단(b)과 같

은 세부적인 데 대한 내용은, 역시 韓中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위 속담들

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b는 다양성 또는 다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하여 읽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8) 죽음과 련된 人性 [2개/0개]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28): 2개

- 마음을 잘 가지면 죽어도 옳은 귀신이 된다. 마음 한 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同] 善人流芳百世，惡人遺臭萬年。(착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죽어

서 귀신이 되어도 옳은 귀신이 된다)

28) 이 주제에 관한 속담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중국에도 있는 경우가 존

재하지 않아서 이 제목만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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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도 죽을 때는 제 집을 찾는다. [同] 樹高千丈，落葉歸根。29) (호랑이도 죽

을 때는 제 집을 찾는다. 누구나 죽을 때는 자기가 난 고향을 그리워한다)

[비교] 어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의 중요성(a)과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

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b)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飮食 련 속담

일찍이 《史記⋅酈生陸賈列傳》에 “王 以民人爲天，而民人以食爲天。”(왕은 백

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식량의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 “고 설파했다. 속담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본이 되는 ‘飮食’으로 상징되는 식욕을 비롯하여 건강, 

맛, 배고픔 또는 배부름 등과 관련한 사람들의 속성과 생각 및 그 韓中간의 異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과 련된 飮食 [0개/2개]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30): 2개

a. 고기 한 점이 귀신 천 마리를 쫓는다. [Ø] 一箸肉，可驅千只鬼。(병약하면 

온갖 잡신들이 모여 든다; 몸이 쇠약해졌을 때는 고기를 먹고 몸을 돌보는 것이 제

일이다)

b. 인삼 녹용도 배부른 뒤에야 약이 된다. [Ø] 人參鹿茸雖大補，餓著肚子難見

效。
[비교] 병약해졌을 때의 육식의 필요성(a)이나 인삼 같은 한국에서 많이 나는 특

산품과 같은 일정 부분 특수한 내용(b)에 대해서는 중국 속담에서 발견할 수 없다.

2) 맛있는 飮食 [1개/1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1개

29)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참고하 다. (https://zh.dict.naver.com/#/entry/zhko/c_3ef4bde6a90c8a)

30) 이 건강과 관련된 飮食이라는 주제에 관한 속담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

이 중국에도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제목만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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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양이 앞에 고기반찬. [同] 狗頭上擱不住骨頭。31)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남이 손댈 겨를 없이 처치한다)

[비교] 맛이 있는 것을 보면 급히 먹게 되는 본능은 인간의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1개

a. 쇠고기 열 점보다 새고기 한 점이 낫다. [Ø] 十塊牛肉不如一塊鳥肉香。(새

고기가 맛있다) 

[비교] 새고기가 맛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배고픔 는 배부름과 련된 飮食 [9개/3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9개

a.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보다 어렵다. [同] 餓死比當丞相還難。(아무리 굶주려

도 여간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

b. 금강산도 식후경. ⇨ [同] 天大地大吃飯 大。(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야 좋은 줄 알지, 배고프면 좋은 것도 경황이 없다)

c. 기갈이 감식(甘食). ⇨ 시장이 반찬(이라). ⇨ 시장이 팥죽. ⇨ 오후(午後) 

한량(閑良)이 쓴 것이 없다. [同] 饑則甘食，晚食當肉，餓了吃糠甜如蜜。⇨ 饑

咽糟糠甜如蜜。(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도 맛있게 잘 먹는다)

d. 수풀엣 꿩은 개가 내몰고 오장(五臟)엣 말은 술이 내몬다. ⇨ 상시에 먹은 마

음이 취중에 나온다. [同] 酒醉話在心。酒醉吐真 。酒發心腹之 。(취중에 진담

(眞談) 나온다; 술이 취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말도 다 하게 된다)

e. 열흘 굶어 군자 없다.　[同] 饑漢無耳。　事急無君子。
f.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同] 死了張屠夫，不吃帶毛豬。死了王屠，不能

連毛吃豬。(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31)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참고하 다. (https://zh.dict.naver.com/#/entry/zhko/c_3ef2bae2ad0aa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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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음)

g.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 [同] 飽漢不知餓漢饑。(자기와 환경

이나 조건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h. 항우도 먹어야 장수지. [同] 人是鐵，飯是鋼，一 不吃餓得慌。(사람은 누

구나 배를 든든히 채워야 힘을 쓸 수 있다)

i. 흉년의 곡식이다. [同] 物以稀爲貴。(물건이 적을 때에는 다른 때보다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귀한 물건이라도 많이 나면 천해진다; [북] 물건이 적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된다; [북]비로소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었지만 구하기가 어렵

다)32)

[비교] 위 속담들을 보면, a나 f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존

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불리 먹는 것의 중요성(b, c, e, h, i)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진담을 내뱉게 될 수도 있다든지(d) 등의 면면은, 역시 韓中간의 공통성임

은 물론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도 나라의 ‘경제 살리기’는 항상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손꼽히는 정

치 및 선거의 이슈가 된다는 면에서 飮食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삶의 

근간임에 틀림없다. g는 자기 밖에 모르기 쉬운 인간의 일면을 간파하고 있다.

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3개

a. 싫은 매는 맞아도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 [Ø] 寧可挨 揍，吃不得膩味飯。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 없다)

b. 기갈 든 놈은 돌담조차도 부순다.33)(사람이 몹시 굶주리면 상식으로는 도저

히 생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저지르게 됨)

c. 흉년에 죽 아이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

릇. [Ø] 荒年喝粥，大人也一碗， 孩也一碗。(흉년에 먹을 게 없을수록 식탐이 

생긴다.

32) 이 속담은 회소성이 있을 때 물건이 귀해지고 또 반대의 경우 물건이 천해짐을 밝히고 

있지만, 여기서는 속담 자체의 곡식이란 단어에 입각하여 飮食에 대한 의미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본 연구의 기

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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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배가 부르면 음식을 더 먹을 수 없고(a), 배고픈 설움으로 무슨 일을 저

지를지 모르게 된다거나(b), 음식이 부족할 때 더욱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c) 등 

일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속담은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3. 男女 련 속담

宋玉의  《高唐賦》  序에 보면, “妾巫山之女也”，“妾在巫山之陽，高丘之阻，旦爲

朝雲，暮爲行雨，朝朝暮暮,陽臺之下。”(저는 무산 남쪽, 험준한 절벽 위에 사는 

여인이온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마다 당신을 그리

워하며 양대 아래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楚나라 襄王이 꿈 속에서 만

난 아름다운 여인이 남긴 이 잔잔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 雲雨之樂이라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낭만적인 비유의 故事成語도 생겨났다. 인간의 애정이나 애욕은 

이렇듯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기 마련이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짐과 

동시에 삶에서 없어서 안 될 강렬한 욕망을 낳는다. 따라서 이는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와 관련한 속담도 자연스레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본이 되는 ‘男女’로 상징되는 남녀 간의 애정이나 애욕과 

관련한 사람들의 속성과 생각 및 그 韓中간의 異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34)

1) ‘男女’로 상징되는 남녀 간의 애정이나 애욕 [1개/5개]

➀ 한국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도 있는 경우: 1개

a. 안방을 밝히면 못 쓴다. [同] 見色動心，不是好人。(남녀 관계에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비교] 애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속담이 韓中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34) 남녀 간의 애정이나 애욕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기본적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면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속성 자체를 설

파한 속담은 이 부분에서 다룬 속담들을 보듯 의외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人性과 음식

에 관한 속담들보다 다루는 분량이 훨씬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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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한국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속담이 국에 없는 경우: 5개

a. 가을바람은 총각 바람 봄바람은 처녀 바람35) (가을에는 남자가 바람이 나기 

쉽고, 봄에는 여자가 바람이 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b. 꽃 본 나비 불을 헤아리랴? ⇨ 꽃 본 나비, 물 본 기러기. 물 본 기러기 어옹

(魚翁)을 두려워할까? [Ø] 見了花的蝴蝶豈能怕火。(남녀 간 정이 깊이 들면 어떠

한 모험이 뒤따르더라도 찾아 가서 만나 애정을 속삭인다.)36)

c. [북] 늦바람이 곱새37)를 벗긴다. ⇨ 늦바람에[이] 용구새[용마름] 벗긴다. ⇨ 
사람도 늦바람이 무섭다.38) ⇨ 저녁 바람에 곱새가 싸다닌다.39) [Ø] 晚風刮掉草

屋 。(늙어서 바람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

d. 내외간도 돌아누우면 남이다.40) (가까운 내외간의 애정도 멀어질 수 있다는 

말) ⇨ 有柴有米是夫妻，无柴无米各东西。41)(땔감이 있고 쌀이 있으면 부부이나 

없으면 각자가 된다)

e. 내외간 싸움은 개싸움 ⇨ 내외간[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Ø] 夫妻相骂不

过夜, 扯扯脚板又来话。(부부는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

는 말) ⇨ [Ø] 夫妻不记隔夜怨。; 夫妻没有隔宿仇。(부부 간의 원망은 하룻밤을 

3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따로 보기의 

[속담]에서 표제어에서 ‘바람’ 포함 문자로 검색.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

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36) 이 속담의 뜻풀이는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94쪽.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뜻풀이가 한글로 수

록되어 있지 않음.

37) ‘곱새’는 용마름(초가지붕 위의 마루에 덮는 T자형으로 엮은 이엉)의 북한 방언이다. 

(강원, 경기, 경상 지역에서는 ‘곱사등이’의 방언으로 쓰이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

3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따로 보기의 

[속담]의 뜻풀이에서 ‘바람’ 포함 문자로 검색.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

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39) 上同.

4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따로 보기의 

[속담]의 뜻풀이에서 ‘애정’ 포함 문자로 검색.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

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41)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

지만, 인터넷 속담[諺語] 사전 http://www.esk365.com/yanyu/ 에서 ‘夫妻’로 검색

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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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지 않는다)42) 

[비교] 인간의 애욕이 앞뒤를 가리지 않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속담은 

주로 한국 속담(a, b, c)에서 발견된다. e는, 부부는 역시 가까운 사이임을 말해주

고 있다. 반면에 부부 사이도 멀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이 중국 속담에도 있

기는 하다(夫妻不记隔夜怨。; 夫妻没有隔宿仇。). 다만, 이 속담은 부부 사이에

도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결핍되면 각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의미상 다소 

상충하는 속담이 韓中 속담 모두에 존재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관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임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대다수의 한국 속담에 대해 상응하는 속담이 중국에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애정이나 애욕 관련한 욕망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나 큰 차

이가 없으리라는 상식에서 비추어 볼 때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상응하는 것이 적었

을 뿐이지, 의미상 유사한 것을 찾아 상응하는 것으로 찾으면 풍부한 수의 중국 속

담에서 많이 발견해낼 것으로 여겨진다. 

Ⅲ. 맺는 말

‘허수아비도 제구실을 한다‘43)는 한국 속담과 이에 상응하는 중국 속담으로 ‘不生

42) 上同, 이 속담과는 다소 상반된 의미를 지닌 夫妻面前莫说真，朋友面前莫说假(부부 

간에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친구 간에는 거짓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속담도 함께 검

색되어 존재한다. 부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날의 

많은 부부의 상황까지도 솔직하게 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3) 이 한국 속담의 ‘허수아비’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중국 단어인 草人 또는 稻草人라는 단

어를 인터넷 속담[諺語] 사전 http://www.esk365.com/yanyu/ 에서 검색해 봐도 중

국 속담에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우리말의 허수아비가 중국어에서는 꼭두각시[傀儡]나 

못난이[窝囊废] 같은 비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중국 속담

에서는 ‘허수아비[稻草人]’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고에서도 한국 속담에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적어지는 향을 미쳤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韓中간에 상응하

는 속담이 존재하지만 주요 단어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단어의 사회적 또는 인지적 활용

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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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用之人，地不生無根之草。’(아무리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다.) 가 있었다. 이들 속담이 갈파하는 바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

람에게 적합한 일을 맡겨 그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

로도 읽을 수가 있어, 현대사회의 인권의식을 연상케 한다. 속담이 인간에 대한 깊

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아침놀에는 며느리를 김매러 보내고 저녁놀에는 딸을 김매러 보낸다.’와 같은 속

담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제 딸을 더 아낀다는 그저 人之常

情의 이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시어머니들에

게 오히려 일종의 ‘反面敎師’로서 지침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 부모는 열 자식

을 거느려도 열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는 속담에는 물론 자식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는 한탄도 들어있지만, 또한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효성으로 제

대로 보살피지 못함을 훈계하는 가르침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자면 그렇다. 

‘한 외양간에 암소만 둘이다’라는 속담이 ‘같은 것끼리만 있어서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음은, 마치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내

다본 듯, 서로 존중하며 살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속담들

은 그 당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고발이자 풍자일 수도 있고 오늘날에까지 되새길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속담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녹아 들어있고 어느 사회든지 갖는 

보편적 감정과 인식도 담고 있으므로 韓中 두 나라 속담을 人性 및 飮食男女와 관

련한 속담들을 종합해 볼 때 서로 간의 공통된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통계한 다룬 주제별 세부항목에 대해 한국 속담에 상응하는 중국 속담이 있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人性[8/6, 3/0, 10/6, 

4/0, 9/5, 7/4, 12/3, 2/0개=총55/24개], 음식[0/2, 1/1, 9/3=총10/6개], 남

녀[1/15개] 이 세 가지를 총합하면 66/45개이다. 한국 속담에 상응하는 중국 속담

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약 3:2의 비율이고 세부 항목에서는 더 큰 차

이도 나는 것들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 인지적 차원에서 단어 표현상의 차이가 초

래한 면이 많고, 인간의 기본 욕구와 관련한 본고의 주제 특성을 미루어 볼 때, 표

현의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의미에 있어 한국 속담에 대해 상응하는 속담을 중국 속

담에서 찾는다면 상당수를 찾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실제로는 韓中 속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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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담이 많다는 셈이다. 이는 유교가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

에 끼친 전반적인 향으로 사회정치구조, 가정구조가 유사성을 띤 데도 원인이 있

겠지만44) 인간의 본능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통한다는 이유가 더 클 것이다. 중국 

속담의 전체적인 수량이 훨씬 방대하므로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것으로 

추정되나 여기서는 한국 속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45) 

본 연구의 주제들에 대해서 한국 속담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 한국 속담이 그 

안에 있는 인간관계상의 특별한 심리 또는 특정한 성격이나 상황의 사람 또는 생각 

등의 표현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섬세한 내용이 존재하 고 또 일부 그런 속담에 대

해서는 중국의 속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 의미상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人性 및 飮食男女의 욕망을 표현하는 韓中 속담은 그야말로 大同 異

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결과는 韓中간의 역사적 유사성보다는 人性과 

飮食男女의 욕망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성과 더욱 긴

밀히 관련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參 文獻】

外經濟貿易大學 朝鮮語教研室,  《朝漢成語諺語詞典조한성구속담사전》, 商務印書

館, 1986년.

宋昌洙, 金仁龍 主編, 《韓中諺語詞典》，延邊大學出版社, 2008년.

溫端政, 《諺語》 商務印書館, 1985. 

김명순,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속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4) 고륙양, 《한⋅중 호칭어의 대조 연구: 사회언어학적 방법론》, 박이정, 2007,

44쪽 참고. 

45) 중국 속담에는 “重孫有理告太公。”(진기환 편저, 《중국인의 속담》, 명문당, 2018.

22쪽.)과 같은 증손자도 증조부에게 옳은 말은 할 수 있다. “와 같은 가부장제의 권위

의식에 지배되어 억눌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생각이 이치에 맞으

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여겨오던 것을 벗어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속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36  《中國文學硏究》⋅제73집

학술대회, 2015년.

김경은, 《(한⋅중⋅일) 밥상문화(文化)》, 이가서, 2012.

김동섭, 《언어를 통해 본 문화 이야기》, 만남, 2001.

김예호, 《韓中일의 유교문화담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나라키 스에자네(楢木末實) 지음, 김용의, 김희  옮김, 《조선의 미신과 풍속》, 민속

원, 2010.

리룡해, 장 림, <중한속담에 나타난 량국문화의 차이점>, 《중국조선어문》, 2007(3).

레나타 살레츨 지음, 박광호 옮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후마니타스, 2014.

박원 ⋅양재찬 편저,  《남북한 속담을 집대성한 한국속담대사전》, 푸른사상, 2015. 

박환 , 《속담과 수수께끼로 문화 읽기》, 새문사, 2014.

수유너머N 저, 김고은 그림, 《고전으로 생각하다》, 너머학교, 2016.

이을호 지음, 다산학연구원 편, 《한국문화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15.

정혜경, 《밥의 인문학: 한국인의 역사, 문화, 정서와 함께해온 밥 이야기》, 따비, 

2015.

진기환 편저, 《중국인의 속담》, 명문당, 2018.

http://www.duanmeiwen.com/ [短美文] 

NAVER 지식백과 http://www.doopedia.c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인터넷 속담[諺語] 사전 http://www.esk365.com/yanyu/ 

【Abstract】

Proverbs are a product of the people, built and passed down 

through the mouths of people over many years, and are a spiritual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who empathize and love. Also, 

proverbs contain history, culture, and customs, as well as emotions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especially mirrors the lifestyle of a 

people. By selecting and reviewing proverbs about desires such as 

personality, appetite & sexual desire among Korean and Chinese 

proverbs, we can se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commonality an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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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large number of identical or similar proverbs among 

proverbs may be attributable to the similarity in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and family structures in Asia including China, but the 

greater the reason why they are in common with each other 

regarding human instincts. Nevertheless, when classifying the topics 

of this study as Korean folktales, there was something more subtle 

about the Korean proverbs in relation to the special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or the expression of people or thoughts in 

particular characteristics or circumstances. It is judged that most of 

this is not a difference in meaning but a difference in words that are 

expressed socially or cognitively. 

Therefore, it turns out that the proverbs that express the desire of 

personality, appetite & sexual desire are simply bitter. The results 

can also be attributed to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human 

universality in that the desire for personality, appetite & sexual 

desire is a basic human instinct rather than a long historical 

similarity.

【主題語】

속담, 인성, 식욕, 애욕, 교훈

諺語，人性，飮食，男女，教訓

Proverbs, personality, appetite, sexual desir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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