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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나iis study was to invesigate the clothing folk beliefs of Korea and to trace 

thought on rightness and wrongness implied in them.

Data were collected from 1980*3 and selections were made from 난lem for the analysis of 난iis 

research.

Resul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lothing f이k befiefs related to thought on rightness and wrongness appeared in various 

ranges and ways. They included clo나ling behaviors, attitudes, clothing habits, grooming, as 

well as 이。thing related activities such as sewing, laundry, ironing and pressing activities so on.

They also included time, place, and occasions.

It was found 나lat behaviors, attitudes, and habits against social norms and cultural values on 

social orders were regarded as not right. Those behaviors, attitudes, and habits were 

discouraged with clothing folk beliefs.

Clothing folk beliefs were used as a means of educating and disciplining tool using or appeal

ing human psychology.

Also it was found that Korean clo나ling folk beliefs were functioned as means of transmitting 

social norms and cultural valu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us, 이othing f이k belief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elements of Korea 

as well as a means of socialization tool that contains so many information about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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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緖論

本 硏究는 韓國 衣俗信의 体系的 硏究의 일환 

으로서 1996년 발표한 "韓國 衣俗信의 硏究-願 

子, 出產, 育兒 衣俗信을 中心으로”에 이은 後續 

硏究이 다.

本 硏究에서는 衣生活 俗信에 內包되어 있는 

한국인의 思想中에서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正常的이고 非正常的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적절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本 硏究에서 硏究者가 사용하는 衣俗信이란 말 

은 옷을 입고 치장하는 행동과 태도는 물론 의복 

의 제작, 세탁, 관리 등의 전반적인 衣生活과 관 

련된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식 관련 俗信을 

의미한다. 衣俗信, 衣生活 俗信 또는 복식 관련 

俗信이란 말을 同義로 사용할 것이며 필요할 때 

이 말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本 硏究者가 사용하는 俗信이란 말은 과학적 인 

근거나 절대적 확실성이 없지만 어떤 일들이 진 

실이고 사실이라고 수용하거나 믿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俗信이란 말은 아주 광범위한 의미 

로서 어떤 생각의 精神的 受容을 의미하는 것이 

다.

本 硏究는 지난 20여년간 수집한 衣俗信 中에 

서 本 硏究의 目的과 관련된 것들을 추출한 다음 

그것들을 內容別로 分類하고 의 미 분석 하였다.

H. 俗信의 特性과 構造

俗信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그 저자를 모른 

다.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俗談의 저자를 

모르는 것과 같다.

俗信은 전숭되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俗信中에는 時代, 世態와 it会 文化 反影的인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俗信을 믿거나 수용 

하는 밑바탕에는 不安과 공포심을 피하고 심리적 

安定과 保護를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인 힘에 의지하며 자신감과 힘 또는 용기를 얻고 

악이나 재난을 피하며 福을 구하고 누리고자 하 

는 인간심리가놓여 있다.

俗信은 대체로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 

다. 결과절은 대체로 “•••하면•••하다,…해야 한 

다."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결과절은 조건절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조건절 

이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태 

도이며 결과절은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 

한 결과는 우리들 생활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우 

리들이 일상적으로 행복하려면 일어나서는 안될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대체로 俗信이 

중요한 것일수록 조건절이 한가지 뜻이거나 유사 

한 것일지라도 그것의 결과절은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일어나거나 또는 여러 결과절로 

나타난다.

俗信의 결과절들을 보면 소위 인간 행복의 조 

건으로 누려야 할 것들, 예를 들면 富, 貴, 壽, 福, 

康寧, 子孫繁昌, 夫婦和合, 夫婦偕老, 出世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衣俗信에서 

그것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 좋다. ...하면 오래 산다. ...하면 나쁘 

다. •••하면 안된다. 해롭다. 안좋다. 불길하다. 복 

이 나간다. 가난해진다. 집안 망한다. 재수가 없 

다. 돈이 나간다. 빚진다. 빌어 먹는다. 잘 살지 

못한다. 액이 낀다. 출세를 못한다. 병을 앓는다. 

긴병 앓는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우환이 떠나 

지 않는다. 둥창이 난다. 치질 걸린다. 귀가 먹는 

다. 말을 더듬는다. 업이 비뚤어진다. 생손 앓는 

다. 치질 걸린다. 석녀가 된다. 아이를 못 낳는다. 

민망한 일이 생긴다. .낯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역마살이 낀다. 귀신이 된다. 소박 맞는다. 이별 

한다. 부모와 이별한다. 남편과 이별한다. 죽는다 

（자신, 남편, 처, 자식, 동네 청년, 노인 등）. 대신 

죽는다. 일찍 죽는다. 일찍 상처한다. 부모의 임 

종을 못한다. 저숭에 같이 가자고 한다. 죽을 때 

헛 손질을 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 명이 짧아진 

다. 형제끼리 싸운다. 동네 북이 된다. 남의 입에 

오르내 린다. 누명을 쓴다. 근심이 생긴다. 운명이 

바뀐다. 바람핀다. 도망간다. 눈물 흘린다. 시집 

살이 한다. 대사때 비온다. 효과가 없다. 남에게 

미움 받는다. 남편에게 미움 받는다. 죽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다. 남편의 일이 막힌다. 남편이 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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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남편과 의가 상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다. 간사해진다. 팔자가 세다. 어 린아이 키가 자 

라지 않는다. 지 랄쟁 이 자식을 낳는다. 남의 도움 

을 받는다. 딸 낳는다. 곰보 딸 낳는다. 손님 끊어 

진다. 오래 살지 못한다. 부스럼이 난다. 잿물 꽃 

이 핀다. 풀 딱지가 앉는다. 미련해진다. 바보가 

된다. 어린애를 거꾸로 낳는다. 공없는 소리 듣는 

다. 오래 앓다가 죽는다. 눈이 먼다. 부모가 헐 벗 

는다. 시집을 잘 못간다. 꿈자리가 사나와진다.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 밭에 숭숭기가 뚫는다.

m. 衣 俗信에 나타나는 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행동

1.用途顚倒

衣服이나 材料를 再使用해야 할 때 上下, 表裏 

顚倒, 衣服이나 材料 自体의 本來 用途와 어긋났 

을 때, 衣服의 性別 顚倒가 일어날 때 여러가지 

제재가 따르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衣服이나 材料의 再使用時

（1） 衣服의 上下顧倒

• 아래옷을 고쳐서 웃옷을 만들면 나쁘다.

• 아래옷（바지）를 고쳐서 웃옷을 만들면 사람 

이 상스러워진다.

（2） 表裏顚倒

• 겉옷을 고쳐서 속옷을 만들면 정력이 없어진 

다.

• 속옷을 고쳐서 겉옷을 만들면 염치가 없어진 

다.

（3） 材料 使用時 용도의 전도와 재사용

• 버선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솜을 옷 짓는데 

사용하면 나쁘다.

•버선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솜을 옷 짓는데 

사용하면 아이를 못낳는다.

• 버선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솜을 옷 만드는데 

쓰면 등창이 난다.

•베개속에 넣었던 속을 다시 새 베개속에 넣 

으면 안좋다. 귀 가 먹는다고 한다.

13

• 상옷 상두건을 만들었던 베 조각으로 약을 짜 

지 않는다.

• 상옷 상두건을 만들었던 베조각으로 약을 짜 

면 약 효과가 없다.

• 이불 흩천으로 옷을 만들지 않는다. 이불 흩 

천으로 옷을 만들면 시집을 늦게 가게 된다.

• 이불깃을 뜯어서 옷을 만들지 않는다.

⑷ 性別 전도

• 여자 옷을 고쳐서 남자옷을 만들면 간사해진 

다.

• 여자 옷을 고쳐서 남자옷을 만들면 재수 없 

다.

• 여자 옷을 고쳐서 남자옷을 만들면 나쁘다

• 치마로 남자 옷을 만들면 출세를 못한다.

• 여자 옷을 고쳐서 남자옷을 만들면 좋지 않 

다.

• 여자 옷을 고쳐서 남자옷을 만들면 나쁘다.

• 남자가 여자 옷을 입 어 보면 재 수없다.

•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된다.

•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출세를 못한다.

•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액이 낀다.

•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불알이 떨어진다.

•남자가 밤에 머리 감으면 아홉 귀신이 웃는 

다.

•남자가 엄지 손가락에 봉숭아 물을 들이면 

장가를 일찍 간다.

• 남자의 옷을 먼저 입 어보면 대신 죽는다.

•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으면 출세길 이 막힌다

• 女子가 집안에서 남자가 입던 바지를 입어보 

면 나쁘다.

• 女子가 새 道袍를 입 어보면 첩을 얻는다.

• 男便의 띠를 매면 男便의 일이 막힌다.

• 女子가 男子의 허리띠를 사용하면 男便과 의 

가 상한다.

• 男便의 넥타이를 허리띠로 사용하면 男便이 

첩을 둔다.

• 男子옷은 누이동생에게 물려 입히지 않는다.

2.場所傾倒

• 남의 집에 가서 새옷이나 새신을 먼저 신어 

보면 그 사람의 액운이 옮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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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 에 가서 손톱을 깎으면 발길을 끊는다.

• 남의 집에 가서 손톱을 깎으면 서로 의가 상 

한다.

• 남의 집에 가서 손톱을 깎으면 왕래가 끊어 

진다.

• 남의 집에 가서 손톱을 깎으면 저숭 가서 원 

수된다.

• 남의 집에 가서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 좋지 

•않다.

• 남의 집에 가서 머리 감으면 서로 의 상한다.

• 남의 집에 가서 머리 빗으면 복이 달아난다.

• 남의 집에 가서 밤에 머리를 감지 않는다.

• 남의 집에 가서 여자가 베개 위에 을라 앉으 

면 옴이 오른다.

• 남의 집에서나 밤에 손톱을 깎으면 정이 끊 

어진다.

•남의 집에서 머리를 빗으면 그 사람의 근심 

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으면 그 집과 의절한 

다.

• 옷• 가게에서 옷을 사 가지고 손님 이 입고 가 

면 재수 가져간다.

3. 탈래, 다듬이질, 다리미와 관련된 부적절 

한행동

1） 발래

•지붕위에.빨래를 널면 나쁘다.

•장독 위에다 빨래를 널면 나쁘다.

•장독 근처에 빨래를 널면 액이 낀다.

• 뜨거운 풀을 빨래에 먹이면 민망한 일이생긴 

다.

• 팔맷돌을 집으로 끌어들이면 집안 망한다.

• 해진 뒤에 빨래하면 나쁘다.

• 밤에 빨래하면 가난해진다.

• 밤에 빨래방망이질 하면 집안 망한다.

• 해진 후에 방망이 질하면 이웃 노인이 죽는 

다.

•해진 뒤에 방망이질 하면 동네 늙은이 죽는 

다.

2） 다듬이질

• 밥 먹을 때 다듬이질 하면 말을 더듬는다.

• 밥 먹을 때 다듬이질 하면 귀 먹는다.

• 어린애 낳고 다듬이질 하면 불길하다

• 다듬잇들을 베고 누으면 입이 비뚤어진다.

• 다듬잇들 위에 앉으면 입 이 비뚤어진다.

• 여자가 다듬잇돌 위에 앉으면 남편에게 쫓겨 

난다.

•다듬잇돌 위에 있는 랄래 위에다 방망이를 

을려 놓으면 발래풀이 죽는다.

•새색시가 석달안에 방망이질하면 3년안에 

방망이 들고 나간다.

• 흥두깨를 세워 놓으면 나쁘다.

3） 다리미

• 다리미 블을 쬐면 재수 없다.

• 다리미 불을 입으로 불면 해롭다.

• 다리 밋 불에 담뱃불 붙이면 해롭다.

•다리미를 밤에 빌려가면 그 집처녀가 도망간 

다.

• 밤에 다리미를 빌려 주면 그 집딸이 오래 살 

지 못한다.

•아침에 여자가 다리미를 빌려 주면 빌려준 

집 딸이 죽는다.

• 다리미질을 할 때 옷고름부터 다리면 빌어먹 

는다.

• 다리미질을 골고류 하지 않으면 남의 입김에 

오른다.

• 다리미질을 잘못하면 남의 입에 오르내 린다.

• 버선을 다리 미 질 하면 소박 맞는다.

• 손수건이나 수건을 다리면 화끈한 일올 당하 

게 된다.

• 손수건이나 수건을 다리면 그날 좋은 일이 

생긴다.

• 속옷（여자 팬티）을 잘 다려 입지 않으면 곰 

보딸 낳는다.

• 팬티를 잘 다려 입으면 예쁜딸 낳는다.

• 팬티를 잘 다리지 않으면 딸 낳는다.

4. 바느질, 바느질 용구, 길쌈과 관련된 부적 

절한 행동

• 바느질 그릇이 지저분하면 가난해진다.

• 드러누워서 바느질 하면 긴 병 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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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간후에 곧 바느질 하면 손님이 복을 

가지고 간다.

• 바느질 하는 사람을 넘어 다니면 바느질이 늦 

어진다.

• 여자가 바느질 감을 넘어 다니면 해롭다.

• 바느질 감을 넘어다니면 집안 망친다.

• 깃 달다가 일어나면 옷 임자의 명이 짧아진 

다.

• 치마 주름을 잡다가 마치지 않고 그냥 놓아 

두지 않는다.

• 웃을 짓다가 해를 묵히면 나쁘다.

• 옷을 짓다가 해를 묵히면 해롭다.

• 삼올 삼다가 해를 묵히면 나쁘다.

• 치맛단을 양쪽에서 달면 어린애를 거꾸로 낳 

는다.

• 남의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면 공없는 

소리 듣는다.

• 누워서 실을 가지고 놀면 오래 앓다가 죽는 

다.

• 빈 가위질 하면 재수 없다.

• 식전에 가위를 만지면 안된다.

• 식전에 가위를 만지면 해롭다.

• 자（尺）를 부러뜨리면 삼년 재수 없다.

• 오뉴월에 솜옷 꿰매면 해롭다.

• 유월에 이불 꿰매면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 바늘은 옷 깃에 꽂지 않는다.

• 바늘을 아무데나 꽂아 두면 남편의 사업이 

망한다.

• 바늘을 벽에 꽂아두면 남편이 앓는다.

• 바늘을 아무데나 꽂아 두면 마른다.

• 바늘로 고기를 찍어 먹으면 눈이 먼다.

• 바느질할 때 실 매듭을 자기가 맺지 않고 남 

이 하여 주는 것은 나쁘다. ,

• 실패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가 헐 벗는 

■다.

• 가위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꿈자리가 사나와 

진다.

• 바늘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여자는 시집을 

잘못 간다.

• 옷을 입고 꿰매면 옷복이 없어진다.

• 옷을 입고 단추달면 도둑 누명을 쓴다.

15

• 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면 옷을 얻어 입지 못 

한다.

•옷을 입은채로 꿰매면 옷복이 달아난다.

• 옷을 입은채로 바느질올 하면 안 좋다.

• 헤진 옷을 입고 꿰매면 누명을 쓴다.

• 바른 자세로 바느질을 하지 않으면 몸에 해 

롭다.

•수의를 만들던 실패, 가위, 자 둥을 빌려 쓰 

지 않는다.

•수의를 만들때 남은 천 조각이 불에 들어가 

면 재난이 생긴다.

5. 時間, 季節, 年中行専와 관련된 부적절한 

行動

시간, 날, 달 둥 節期에 맞는 生活態度와 行動 

을 강조한 衣俗信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衣俗信 

밑바탕에 놓여 있는 참뜻은 공동체 내에서의 협 

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건강, 안전, 인체 

에 해가 될 염려가 되는 것, 청결, 위생과 관련하 

여 좋지 않은 것 둥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 

치에 위배되거나 또는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것 등을 제재하고 억제함으로써 얻고 

자 하는 결과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이 

다.

또한 적당한 시간과 날을 선택하여 할 일과 하 

지 않아야 할 일도 가르치며 시간, 날, 계절에 순 

응하고 조화롭게 사는 습관과 태도를 가르치고자 

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은 물•론 이웃이나 동네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도 강조한 것이 다음 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남과 협조하여 상부상조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줄여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강 

조한 것들이다.

1） 하루중의 시간

⑴아 침

• 장사꾼은 아침에 손톱을 깎지 않는다.

• 식전에 가위를 만지면 안된다.

• 식전에 가위를 만지면 해롭다.

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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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머리를 감지 않는다.

• 밤에 머리를 감으면 나쁘다.

•.남자가 밤에 머리를 감으면 아홉 귀신이 웃 

는다.

• 밤에 머리를 빗으면 곰보에게 시집간다.

• 밤에 손톱을 깎지 않는다.

• 밤에 손톱을 깎으면 나쁘다.

• 밤에 손톱을 깎으면 좋지 않다.

• 밤에 손톱을 깎으면 해롭다.

• 해진 뒤에 빨래하면 나쁘다.

• 밤에 빨래하면 가난해진다.

•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집안 망한다.

•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이웃 노인이 죽는 

다.

2) 날

⑴ 비오는 날

• 비오는 날 빨래 방망이질 하면 동네 젊은 사 

람이 죽는다.

• 비 오는 날 머리를 감으면 대사때 비 온다.

• 비 오는 날 머리를 감지 않는다.

• 비 오는 날 머리 감지 마라.

• 여자가 비 오는 날 머리를 감으면 소박을 맞 

는다. (비는 눈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3) 季節

• 오뉴월에 솜옷 꿰대면 해롭다.

•유월에 이불 꿰매면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4) 年中行事

정월초하루, 정월보름

• 정월 초하룻날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 정월 초하룻날 바늘질을 하면 밭에 숭숭이가 

뜷는다.

•정월 초하룻날 바느질을 하면 생손을 앓는 

다.

•정월 초하룻날 치마 주름을 잡으면 근심이 

생긴다.

•정월 보름안에 빨래를 하면 곡식이 잘 자라 

지 않는다.

6. 特別 狀況 時의 부적절한 衣服行動

1) 결흔식 때

⑴예 물

• 결혼 예물로 남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바람 

을 핀다.

• 결혼 예물로 여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신부 

가 도망간다.

•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서로 구두 사 주면 도망 

간다.

(2)의 복

• 신부가 파랑 치마를 입으면 좋지 않다.

• 신부가 파랑 치마를 입으면 시집살이 한다.

(신부 혼례복은 팔강 치마에 노랑 연두 저고리 

인데 파랑치마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임신때의 금기

• 임신한 여자가 솜옷을 만지는 것은 나쁘다.

• 임신한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겨울옷을 꺼내 

지 않는다.

• 여름에 임신한 여자가 솜옷을 만지는 것은 

나쁘다.

•6月에 임신한 여자가 솜옷을 만지는 것은 나 

쁘다.

3) 産後의 금기

• 產後 3日 이 지나力 전에 빨래를 하면 아기에 

게 잿물 꽃이 핀다.

•동넷집에서 어린애를 낳을 때 이웃집에서 잿 

물 빨래를 하면 어린애에게 부스럼이 난다.

•동넷집에서 어린애를 낳았을 때 팔래에 풀을 

먹이는 풀딱지가 앉는다.

• 어 린애를 낳고 빨래를 삶으면 불길하다.

• 할래풀을 많이 먹으면 미련해진다.

• 빨래 풀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 풀하던 그릇을 씻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

• 먹던 밥으로 빨래에 풀을 하면 자기 자식이 

출세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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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상, 장례

• 동네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 하면 앓는다.

•초상 났을 때 빨래하면 그 동네에 쌍 초상이 

난다.

• 초상 난 집 이웃에서 빨래 하지 않는다.

•상 난 집에서 머리를 감으면 죽은 사람을 따 

라 죽는다.

• 초상 났을 때 머리를 감으면 엄마가 죽는다.

• 초상 났을 때 손톱 깎으면 안된다.

• 초상때 만든 옷을 입 으면 출세 길 이 막힌다.

• 초상 났을 때 빨래를 널어두면 집안에 우환 

이 생긴다.

• 초상 났을 때 머리를 빗지 마라.

•초상 난 날 머리 빗으면 자기도 죽는다.

• 초상 난 날 세수를 하지 마라.

•초상 난 날 대렴하기 전에 바느질이나 머리 

를 감으면 죽을 때 헛손질을 한다.

• 초상 난 마을에서 머 리 감으면 불길하다.

• 초상 난 날 새옷을 입으면 저숭에 같이 가자 

고 한다.

•동네에 초상 난 날 새옷을 입으면 앓는다.

• 행여 나가는 날 빨래를 널면 안된다.

• 지붕에 빨래 널면 안된다.(사람이 죽었을 때 

나 지붕에 옷을 너는 것이다.)

7. 衣服 主人의 바뀜

한국인은 옷을 옷주인과 同一視하는 경향이 있 

어왔다. 그러므로 옷에는 옷주인의 영혼이 깃들 

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衣俗信에 

서 잘 볼 수 있다.

自己와 他人을 구별하는 관념이 강하다. 이러 

한 관념은 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서 自己와 他人 

과의 구별 의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死 

者와 살아 있는 자와의 구별 의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인이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입던 옷 

을 꺼려하는 관습도 위와 같은데 연유된다는 것 

으로 알 수 있다.

自己와 他人구별, 男女구별, 長幼의 구별, 男女 

의 역할 구별, 즉 이러한 것들의 顚倒에 대한 正 

常 非正常的 行動과 태도에 대한 衣俗信을 다음 

에서 볼 수 있다.

1) 自己와 他人의 구별

• 거상옷을 물려 받으면 물려 받은 사람의 집 

안에 액운이 온다.

• 옷을 바꿔 입으면 그 사람과 운명이.바뀐다.

• 옷을 빌어 입으면 안 좋다.

• 남에게 옷을 주면 옷 복이 없어진다.

• 남에게 옷이나 신을 주면 복도 같이 나간다.

• 남의 옷을 먼저 입어 보면 대신 죽는다.

• 새로 산 옷올 옷 임자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입으면 두 사람의 명 이 바뀐다.

• 다른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근심 이 생 긴다.

•남의 허리띠를 이 사람 저 사람 매지 않는다.

• 허리띠는 남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의 허리띠를 매면 의가 상한다.

• 남의 빗을 주으면 빚진다.

• 머리빗을 주우면 애인과 이별한다.

• 머리핀, 빗 둥을 주워쓰면 안 좋은 일이 일어 

난다.

• 머리빗은 길에서 주워오면 못쓴다.

• 널어 놓은 빨래가 집밖으로 날아가면 그 옷 

의 임자가 병을 앓게 된다.

• 널어 놓은 빨래가 집밖으로 날아가면 그 옷 

의 임자가 죽는다.

• 남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섞으면 

나쁘다.

•남의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근심이 생긴 

다.

• 남의 신발을 훔치면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

• 남의 앞치마에 손을 씻으면 죽어서 그 사람 

의 종이된다.

• 신을 도둑 맞으면 재수 없다.

•여자가 외방 남자신을 신으면 내생에 그 사 

람과 부부가 된다.

2) 男子와 女子

• 남자의 옷을 먼저 입어보면 대신 죽는다.

•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으면 출세길 이 막힌다

• 女子가 집안에서 남자가 입던 바지를 입어보 

면 나쁘다.

• 女子가 새 道袍를 입 어보면 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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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便의 띠를 매면 男便의 일이 막힌다.

• 女子가 男子의 허리띠를 사용하면 男便과 의 

가 상한다.

• 男便의 넥타이를 허리띠로 사용하면 男便이 

첩을 둔다.

• 男子옷은 누이동생에게 물려 입히지 않는다.

(1) 男子가 女子옷을 입는 것

• 男子가 女子옷을 입어 보면 재수 없다.

• 男子가 女子옷을 입으면 안된다. 출세를 못 

한다.

• 男子가 女子옷을 입으면 액 이 낀다.

(2) 其他

• 男子옷에 밤 이슬을 맞히면 바람을 피운다.

• 男子옷 위에 女子옷을 거는 것이 아니다.

• 女子 男子 속웃은 같이 빨지 않는다.(남자가 

잘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男女의 속옷은 같이 넣지 않는다.

• 설합을 같이 쓸 때도 男子 것은 위의 것을 쓴 

다.

• 女子는 男子를 타 넘고 다녀서는 안된다.(여 

자는 남자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함.)

• 男子가 길을 떠날 때 바느질해 입고 나가면 

소원 성취를 못한다.

• 男子가 빨랫줄을 매면 재수 없다.

•女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그 집안 사람 

들에게 해롭다.

•빨래해 놓은 남자 속옷 밑으로 지나다니면 

안 좋다.

• 남자 속옷을 앞으로 개면 출세를 못한다.

• 여자가 휘 파람 불면 팔자가 세다.

• 여자가 해진 뒤에 세수하면 남편이 첩을 얻 

는다.

• 여자가 八字 걸음을 하면 잘 살지 못한다.

3) 어른과 아이

• 어른 옷을 넘으면 안된다.

• 어린아이가 어른 신발을 신지 말라.

• 어린 아이에게 어른 신발을 신기지 말라.

• 어른의 갓을 어린 아이에게 씌우면 키가 자 

라지 않는다.

• 어 른 모자를 쓰면 키 가 자라지 않는다.

• 어른 앞에서 뒷짐지면 못 쓴다.

4) 死者와 生者

• 죽은 사람의 의복이나 신을 사용하면 재수 

없다.

• 거상 옷을 물려 받으면 물려 받은 사람의 집 

안에 액운이 온다.

8. 服飾의 부적절한 使用 方法과 콥慣 行動

옷을 바로 입지 않거나 옷이나 양말, 신발을 뒤 

집어 신을 때 또는 규범에 맞게 입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치마를 거꾸로 입으면 액이 낀다.

• 치마를 뒤집어 쓰면 해롭다.

• 치마를 뒤집어 쓰면 집안 망한다.

• 옷을 거꾸로 입으면 남에게 미움을 산다.

•옷을 거꾸로 입으면 남자에게 미움을 받는 

다.

•허리띠를 베고 자면 해롭다.

• 옷고름을 풀지 못하게 매면 石女가 된다.

•옷을 뒤집어 입으면 복이 나간다.

• 옷을 뒤집어 입으면 재수가 없다.

•버선을 뒤집어 신으면 낯 부끄러운 일을 당 

한다.

• 버선을 거꾸로 신으면 몸에 해롭다.

• 버선을 거꾸로 신으면 나쁘다.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뒤집어 신으면 재수 

없다.

• 양말을 뒤집어 신으면 죽어서 귀신이 된다.

• 버선을 베고 자면 아이가 작아진다.(귀머거 

리가 된다.)

• 신을 거꾸로 신으면 몸에 해롭다.

• 신을 거꾸로 신으면 복이 나간다.

• 신을 거꾸로 신으면 재수없다.

• 버선에 다리미질 하면 소박 맞는다.

• 잠 잘 때 양말을 신고 자면 역 마살이 낀다.

•양말이나 버선을 벗어 머리위에 놓고 자면 

악몽을 꾼다.

• 모자를 쓰고 밥을 먹으면 가난해진다.

• 모자를 쓰고 밥을 먹으면 부모님 돌아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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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못 본다.

• 갓 쓰고 용변 보지 않는다.

• 갓 쓰고 돈거 래 하지 않는다.

• 모자를 뒤로 제껴쓰면 일찍 상처 한다.

• 방석을 밟고 안지 않는다.

• 집안에서 우산을 펴면 집안이 망한다.

• 비 안을 때 우산을 쓰면 돈이 나간다.

• 신을 놓을 때 문밖을 향해서 놓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신발을 그렇게 놓는다고 한다.）

（숭려들은 그렇게 놓는다고 한다.）

•자루를 베고 자면 귀머거리가 된다.

•자루를 깔고 앉으면 어린애를 낳을 때 궁둥 

이 없는 애를 낳는다.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밑앓이를 한 

다.

• 치마를 뒤집어 걸지 않는다.

• 체를 머리에 이면 체머리 흔든다.

• 체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면 못 쓴다.

• 머리에 빗 꽂고 다니면 못쓴다.

• 머리에 망태를 쓰면 못쓴다.

• 빗에 때가 끼고 있으면 빚지고 산다.

• 목침 이나 베개 위에 올라가면 해롭다.

• 목침을 깔고 앉으면 치질 걸린다

• 베개를 세워서 베면 안된다.

（형제끼리 싸우게 된다.）

• 베개를 세우지 마라.

• 베개를 깔고 앉지 마라.

（베개를 깔고 앉으면 동네 북이 된다고 하여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를 함부로 다루지 못 

하게 했다.）

• 베개를 깔고 앉으면 소박을 맞는다.

• 베개를 타 넘으면 안된다.

• 베개를 높이 베고 자면 오래 못 산다.

•손톱을 재털이에다 버리고 담배를 피워 재를 

버리면 지랄쟁이 자식을 낳는다.

• 깎은 손톱이 화로에 들어가면 자식이나 자신 

이 죽는다.

•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깨끗치 않은 옷을 입으면 남에게 도움을 받 

는다.

•기운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으면 은혜를 입 

는다.

19

• 불구멍 이 난 옷을 입으면 재수없다.

• 불구멍이 난 옷을 입으면 뜷린 치마 구멍으 

로 속병이 들어온다.

• 블똥 튄 옷을 입으면 재수 없다.

• 여자가 치마를 태우면 부모와 이별한다.

• 덜 마른 옷을 입으면 누명을 쓰게 된다.

（젖은 옷은 해롭기 때문이다.）

• 덜 마른 옷을 입으려면 침을 세번 뱉고 입어 

야 한다.

• 자면서 이를 갈면 가난해진다.

• 신발 뒷부분을 꺾 어 신으면 복이 나간다.

•시집가는 날 초례상에서 신부가 웃으면 딸 

낳는다.

•옷장을 열어 놓고 외출하면 그날 재수가 없 

다.

• 누워 있는 사람을 넘어 다니지 마라.

（하루종일 재수가 없다.）

•사람이 길이로 잇대어 자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 자식 허리를 넘어가면 크게 되지 못한다.

• 자고 있는 사람을 타 넘으면 안된다.

• 사람이 잘 때 얼굴에 낙서를 하면 죽는다.

（사람이 잘 때 혼이 나가므로 깰 때 흔이 자 

기 얼굴이 아닌 촐 알고 들어오지 않아 죽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사람이 깰 때 한번 놀라게 해서 깨우면 안된 

다.

（흔이 들어올 시 간이 없으므로）

• 갓난 아기를 머리맡에서 얼르지 마라.

（아기 눈이 사팔이가 된다.）

• 안경쓰고 절하지 않는다.

（버릇이 없다.）

•여자가 치마에 머리 빗어서 북녁에서 털지 

마라.

（손님 끊어진다.）

위의 예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俗信의 내 

면에는 복식의 바른 사용방법과 습관 행동을 가 

르치고 훈육하기 위한 숨은 참 목적 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롭거나 몸을 다칠 염 

려가 되는 행동 둥은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목 

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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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結論

衣俗信 分析 結果를 要約하여 結論을 제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국 衣俗信에 나타나는 옳고 그른 것, 正常的 

인 것과 非正常的이라고 생각한 것 또는 적절하 

고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사회가 이상으로 

하고 나아가고자 하며 사회가 옳다고 규정한 규 

범과 가치, 바람직한 인간 관계, 공동체 집단의 

안녕과 질서 유지, 원만한 운영 둥과 어긋나는 것 

을 非正常的인 것, 그른 것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衣俗信은 공동체 내에서의 협동심의 배양, 타 

인에 대한 배려와 이기심의 억제로 인간 상호간 

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의와의 조화의 수단으로 

사용되 었고 생각과 행동을 장려 하기도 하고 구속 

하고 제 약하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수단으로도 기 

눙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衣俗信은 강력한 文化 

傳達體로서 또는 社会化 수단으로서 건강, 효도, 

조상 숭배와 男女有別, 長幼有序, 원만한 인간 관 

겨), 長壽觀, 富貴榮華, 기본예의범절, 가치관, 위 

험한 일과 위험한 것에 대한 규제 등에 관련하여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시하였다. 올바른 생활 습 

관의 습득, 시간과 상황, 장소에 대한 올바른 생 

각, 일의 시작과 끝 마무리에 대한 생활 태도, 올 

바른 행동의 유도에도 衣俗信은 다양하게 사용되 

었다.

청결 위생의 강조, 용의 단정의 강조, 쉴 때에 

는 쉬도록 한 지혜, 염치를 지키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협조 

하며 사회질서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의 

함양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衣俗信을 통 

하여서도 正常과 非正常 또는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에 대한 사상을 찾을 수 있었다.

전반적 가정교육이나 훈육에 관한 衣俗信이 많 

았지만 특별히 女子의 행동거지와 태도 등에 대 

한 의속신이 많았는데 이것들도 물론 옳고 바른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태도 또는 습관에 

는 반드시 否的인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衣俗信에 나타나는 강한 自 • 他區別 思想도 한 

국인에게서 볼 수 있는 유별난 것으로서 한국적 

가치의 반영이라해석된다.

衣俗信을 통하여 服飾의 용도, 서열, 사용방법 

의 顚倒는 물론 사회적 • 문화적 가치의 전도, 性 

役割의 전도와 관련된 것들을 제재하고 억제함으 

로써 社會가 이상으로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 

적을 이루는 文化傳達體와 社會化 手段으로서 俗 

信이 使用되었음이 밝혀졌다. 非合理的이고 非科 

學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俗信의 밑바탕에는 인간 

의 보편적 心理를 자극하고 이것에 호소하여 重 

要한 文化要素와 傳統 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德目과 기본적인 틀을 전승하고 유지하며 함양하 

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衣俗信 

에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思想, 價値, 道德과 徳目 

또는 幸福觀에 결쳐 옳고 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正常的인 것과 非正常的이라고 생각했던 것 

들이 함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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