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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은 잉태하기를 비는 것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 만 일년이 되는 돌까지의 과정에 있는 기원, 금기행사, 

의례, 주술 등을 포괄하는 민속을 말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의 산속이 과도기와 현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산속의 의미를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재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전통사회, 과도기사회, 현대사회의 산속의 변화 과정을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고찰하

였다. 우리나라 전통사회 산속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매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과도기사회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가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산속이 행해져왔으나, 

전통사회의 산속 문화를 크게 거스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현대사회의 산속은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합리성과 논리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통사회의 산속은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산속을 통해 계승되어온 전통사회의 생명존중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가치마저 단

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서양식 교육방법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 유아교육에 우리나라 전통 산속의 

육아 지혜가 스며들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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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생긴 지 100년이 훨씬 지났다. 1897년, 일본인들에 의

해 일본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세워지고 프뢰벨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1914년에는 이화전문학

교 내에 기독교 선교사 브라운 리(Brown Lee)가 이화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다음 해에는 우리나

라 최초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으로 이화전문학교 사범과에 보육과가 설립되었다. 유치원이나 

교사양성기관 모두 프뢰벨식 유아교육 이론과 교육과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모방하였다(이상금,

1991, 재인용). 동네마다 있던 서당교육은 일본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고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

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당교육은 급속하게 사라져 갔으며, 가정교육 역시 산업화에 따른 핵가

족화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또한 광복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유학파 학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서구의 문화와 유아교육이론을 들고 들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은 일상생활을 중시하던 가정 중심 유아교육에서 서구 교육이론 중심의 유아교육기관 중심 교

육으로 변화하였다(문미옥, 2004).

수천년 이어져 온 조상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신과 지혜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일부 사라지고, 해방 이후 개화기에 유입된 외래식 유아교육으로 인해 또 일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최한수, 2002). 1970년대까지의 유아교육은 만4-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다양

한 놀이경험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늘날의 유아교육은 출생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장시간 보

호 및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가정과의 연계교육,

영아에 대한 이해,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류 역사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는 신비로운 일이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도 마

찬가지였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빌고 빌어 얻은 귀한 생명을 정성을 

다해 기르는 일이었다(안경식, 2005) 그래서 여성은 온갖 정성을 다해 신에게 자식을 기원했으며 

잉태한 후에는 몸가짐을 조심하며 순산을 기원하였다(임동권, 1971b).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분
업화․여성 지위 향상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행해졌던 출산과 육아에 관

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지고 있다. 산부인과나 산후

조리원은 손쉽게 아이를 낳고 돌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의 기쁨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동

아일보, 2010. 8. 20).

산후조리원으로 시작된 값비싼 육아비용은 우리 사회의 과열된 유아조기교육 풍토로 이어진

다. 아이에게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풍은, 가계지출 항목에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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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가장 높이면서 부모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조기교

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좀 더 많은 양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태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명화, 2002; 이구미디어 편집부,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한국 전통 사회의 육아지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산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산속(産俗)은 아기를 잉태하기를 비는 것에서부터 아이가 태어

나 만 일 년이 되는 돌날까지의 과정에 있는 여러 기원, 금기행사, 의례, 주술 등을 포괄하는 민

속을 통칭하는 용어로, 기자속(祈子俗), 산전속(産前俗), 산후속(産後俗), 육아속(育兒俗)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문화재관리국, 1990; 이경복, 1979; 임동권, 1971b; 홍순례, 1995). 이제껏 산

속은 주로 민속학이나 간호학 등에서 연구되던 분야였다. 지금까지 유아교육학에서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잉태․태교․출산․육아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산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가정과 기관교육의 연

계가 절실한 시점이므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전통사회에서 이루

어져온 산속(産俗)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 이루어진 산속(産俗)이 시

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오늘날에 이어진 부분은 무엇이며 단절된 부분은 무엇인지,

또는 계승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는 일은 잊혀져가는 우리 조상들의 자녀양육

에 대한 지혜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산속에 관한 연구를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속학 및 한국학에서는 산

속에 대한 연구가 통과의례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간호학에서는 출산전후 관리의 실천적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시작 단계로써 태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밝히

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아교육학 분야에서는 임소영, 김은주(2010)의 전래아기놀이의 

영아교육적 함의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 전래아기놀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산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박신경(2001)은 태교의 기독교 교육적 의미를 밝히

며 기독교 유아교육의 범위를 수태를 위한 준비부터 취학기까지로 확장하고 있지만, 산속의 전 

과정 중 태교만을 다루고 있어 이 또한 산속이 유아교육에 주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 한계

가 있다. 이렇듯 학문 분야별로 산속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긴 하나, 산속은 비공식적이며 여성

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서(한양명, 1999)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속의 변화과정을 밝혀봄으로써 산속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찾아보고

자 한다.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사회, 과도기사회, 현대사회로 나누고2) 각 시대별로 기

1) 임신․출산․산후의례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출산의례’가 있으나, 이는 임신 이전의 기자행위와 각 단계에

서의 비의례적 행위, 즉 실제적 행위들을 아우르기 어렵기 때문에(한양명, 1999), 본 연구에서는 '산속'이라

는 용어를 통해 출산의례를 포함하여 잉태 이전과 출산 이후 만 일 년간의 모든 습속을 아우르고자 한다.

산속의 범위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나(고부자, 1976; 안은희, 1971; 이광규, 1985a), 본 연

구에서는 임동권(1971a)의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의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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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구분하여 산속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논문검색서비스를 통해 ‘산속’, ‘전통양육’, ‘전통자녀교육’, ‘전통자녀양육’, ‘수태’, ’출

산풍속‘, ’출산의례‘, ’출생의례‘, ’태교‘, ’아기행사‘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관련 연구물 및 출판

물을 찾고 이를 분석하여 산속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그 유아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전통사회의 산속

인류는 태초부터 출산을 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습속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전통사회를 어느 시대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화기에 서양의 신문물이 유입

되었다 할지라도 일제에 의한 강압적 개화였고 당시 부녀자들이 서양식 양육에 관한 충분한 교

육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교육을 받은 여학생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유안진, 1986) 전통사회

의 산속이 잘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개화기까지는 비교적 전통적인 산속이 

생생하게 지켜졌을 것으로 보고(김지현, 이옥희, 2003), 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산속을 기자

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기자속

기자속(祈子俗)이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이 자식을 갖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 이외의 힘을 빌리는 습속(유안진, 1997)으로, 일정한 대상물을 정해서 그 곳에 치성을 드리

는 치성기자와 특정한 사물을 몸에 지니거나 특별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그 음식물의 주술성에 

의존하려는 주술기자가 있다. 기자속은 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첫째, 치성을 올리는 사람에 따라, 부인 혼자 치성을 드리는 것과 부인 이외에 남편 또는 시

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이 동반하며 여럿이 치성을 올리는 것 등이 있다. 일수(日數)에 따라 수

시로 시행하는 것과 날을 정하여 행하는 것이 있고, 정일(定日)에 행하는 치성은 삼일기도, 칠일

기도, 백일기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소에 따른 분류로, 산에서 지내는 것을 산치성, 절에서 

지내는 것을 절치성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집치성 등이 있다(이광규, 1985b; 홍순례, 2001).

한국 전통사회는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면 곧 자녀출산, 특히 남아 출산이 기대되어 그 시대 

2) 본 연구에서 전통사회는 조선시대부터 비교적 전통적인 산속이 유지되었다고 평가받는(김지현, 이옥희,

2003) 개화기까지로 한다. 과도기사회는 1900년대부터 유치원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로 한

다. 현대사회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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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가치관과 신앙체계에 의해 기자속이 다양하게 발생된 사회였다.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도 출산력을 얻는 갖가지 비방과 기자속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성들만이 이를 알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이면 거의 

누구나 몇 가지의 기자속을 알고 실행하였다(유안진, 1997).

기자속은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남아를 출산하여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하고자 왕실과 민간을 

나눌 것 없이 전해져 내려 왔다. 기자속이 형성된 배경에는 남아선호사상을 들 수 있는데, 조선전

기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면에서 결코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3) 남아선호사상은 보

편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장자우대, 남녀차별, 남성균분 여성차별 등의 차등 

상속을 하는 가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18세기 중엽부터는 장남을 우대하는 가운데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상속 형태가 자리 잡기도 하였다(백옥경, 2007). 결국 18세기 이후 부계 혈통 중심의 

이념적 지향은 중심 세력을 뛰어 넘어 민간에서도 주된 실천덕목으로 자리잡아갔다. 혼인을 한 

부부는 당연히 아들 낳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기자(祈子) 관념을 만들어낸 배경이

며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것이었다(주영하, 2003). 아들이 가계를 계승하고 노후에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아들을 낳는 것이야말로 효의 으뜸이요, 조상에 대한 의무라고 

인식되었다. 아들 중심의 가계 계승 의식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아들을 낳아야만 아내로서, 며느

리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적처(嫡妻)면서 선처(先妻)라 해도 남편과 합장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4) 따라서 조선 후기「동의보감(東醫寶鑑)」이나 그 이후의 각종 서적에는 아들

을 얻기 위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다.「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 곧 

아들을 얻는 것이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까지 강조하였다.

이렇듯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기자속은 아들을 낳아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실천적 행위로, 그 방법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연에 기도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안경식, 2005). 아이는 부부간의 합방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닌 자연과 신에 진심으로 바람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잉태 후에 있을 어머니와 그 주변의 가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양육에 임할 수 있는 근본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산전속

산전속(産前俗)이란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의 약 280여 일의 임신기간 동안에 

3) 조선 전기만 해도 자녀들에 대한 平均分給의 원칙이 지켜졌고, 혼인 후 남녀 재산 역시 개별적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4) 송시열「贈貞夫人尹氏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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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태교금기와 태점․태몽 등의 습속을 말한다(오선명, 2001). 이 중 태교는 산전속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며 고 문헌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교(胎敎)란 태중의 태아가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서 신체적․정서적․지적 그리고 도덕적인 측

면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더 나아가 인격자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경희, 1997)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임신을 한 부모는 언어나 행동을 통제․관
리하거나, 정서를 조절하거나,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거나, 좋은 기품을 지닌 물건을 가까이 두고 

감상하도록 교육 및 배려를 받았는데, 이는 태교의 실천 여하에 따라 출산되는 아이의 건강․인품․
기질․용모․재주 및 성품 등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민하영, 유안진, 2000). 특히, 전통사

회에서는 임부에게 정서불안, 긴장상태가 계속되면 태어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모의 정서를 강조했다(유안진, 1997; 최연순, 김현옥, 1995). 이와 같은 태교는 고려말 

정몽주의 모친 이씨의「태중훈문(胎中訓文)」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후기 허준의「동의보감

(東醫寶鑑)」,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胎敎新記)」등과 같은 의학서 및 여성교육서 등에 기록

되어 권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구전을 통해 민간에 널리 알려져 왔다(민하영, 유안진, 2000).

한국 전통 사회에서 통용되어온 태교의 개념은 산모가 태중 아이를 위해 수행해야 할 주의사

항 이상의 개념, 즉 보다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는 

태교의 수행 기간에 임신이전 임신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기까지를 포함시켰다(정

진자, 2000). 즉, 합방시의 기피 사항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의 구사(求嗣)에서 합방 이전에 임신을 

위해 부모 될 양자의 심신 건강을 강조한 것은 적어도 임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임신이전의 

얼마 동안을 태교 기간에 포함시켰다(유안진, 1997). 한국 전통 태교는 심신이 건강한 태아를 출

산하여 가족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내용에는 신체, 정신, 사회문화, 영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모는 물론 남편과 가족이 함께 

실시해야 하는 가족 중심적인 교육이었다(이경혜, 배경의, 2004). 이러한 태교는 아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산모를 둘러싼 분리의례라고 볼 수 있다. 인간 형성 최초의 과정인 

태교의 실행과 그와 관련된 금기사항을 지키는 목적은 결국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여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모두의 소망이 간절하였기 때문이었다(선재이, 2009).

이렇듯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태교는 산모의 정서·행동·음식 관리를 도움으로써 아이의 전인

적 성장을 돕는 내용을 강조한 점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태교의 내용면에서는 신체, 정신, 사회․
문화, 영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였고, 태교의 주체는 산모와 남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

였으며, 태교의 기간은 임신을 기대하고 준비한 임신이전까지 포함함으로써 인간 생명을 창조하

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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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속

산후속(産後俗)은 출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습속으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보

호의례와 동시에 사회와의 격리를 의미하는 분리의례가 행해졌다(오선명, 2001). 이 중 영아 사

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된 삼신모시기, 태 가르기, 태변

(胎便), 금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안산(安産)을 위한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삼신을 모시는 일

이라고 생각했다. 삼신은 아이를 점지하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신으로서, 명칭과 형태는 

지방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삼신(三神, 彡神, 産神, 胎神)과 삼시랑으로 불려지며, 남에서

는 지앙할미, 북에서는 삼신할매, 제주도에서는 삼승할망, 맹진국할마님, 인간할마님 등으로 불

리워지며, 강원도에서는 세준할머니라고 불리워진다(이광규, 1985a).

삼신에 대해 최남선은 「조선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삼신은 포태신(胞胎神)의 의

미를 갖는 말로서 ‘삼줄’, ‘삼가르다’라는 말도 여기에 기인하며 아이가 출생하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삼신은 고대로부터 곧 명신(命神)으로서 우리의 고대 신

도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최남선, 1948).” 삼신은 삼은 태를 뜻하기도 하니 

삼신은 곧 태신을 말하기도 한다. 삼신은 포태를 관장하는 호산(護産)의 신이라고 한다. 즉, 삼신

이란 아이의 점지, 출산, 아이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며 보호하는 세 신령을 말한다. 또 우리 

한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의 삼신으로 생명의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신을 산신(産神)

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산(産)을 주관한다는 의미이다(이춘자, 1997). 산모가 산고를 시작하면 

윗목에 삼신상을 차려 산모의 순산을 기원하였다. 이때의 상차림은 소반에 싸라기 하나 없이 골

라 놓은 깨끗한 쌀을 수북이 놓고, 장곽5)과 정화수를 올린다(신승미, 2005). 아이가 태어나면 금

줄을 치고 삼신상에 올려진 쌀과 미역으로 밥을 짓고 소 미역국6)을 끓여 탄생과 순산을 감사하

는 마음에서 흰 쌀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을 정화수와 함께 삼신상을 차린다. 먼저 삼신에게 

올려 치성을 드린 다음 산모에게 첫 국밥을 먹게 한다(김경애, 2004). 삼신상에 올랐던 국밥은 

나누어 먹지 않고 산모만 먹는 것이 관례였다(강인희, 1984).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끈인 태를 자르는 의식이 거행된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태를 가르는 방법에도 태어난 아이의 성별 차이와 부모들의 소원이 반영되어 행하

여졌다. 남아가 태어났을 때는 끓는 물로 소독한 낫이나 주머니칼(남성용)로 잘랐다. 여아일 경

우에는 흔히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위를 끓는 물로 소독하여 탯줄을 잘랐고, 더러는 식칼도 사용

하였다. 또 다음에는 남아를 동생으로 청하라는 소원에서 여아의 탯줄을 낫으로 자르기도 했다.

5) 넓고 길쭉한 미역.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접거나 자르지 않은 미역을 사용했다(신승미,

2005).

6)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미역국으로 이는 살생을 금하고 순결하고 성스러움을 뜻한다(이효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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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장수를 기원하는 부친의 강한 부성애를 나타내기 위해, 부친

이 치아로 삼을 갈고 나서 그 침을 삼키는 비방도 발견되었다(유안진, 1997).

태는 어머니가 태아를 키워낸 생명줄이다. 어머니와 태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구성한 모

체이고, 어머니와 태아 모두의 분신이기도 하다. 양친부모의 생명, 곧 조상이 태를 통하여 태아

에 닿아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태는 아이와 어머니, 조상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로서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고 태의 처리에 따라 아이의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

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태 처리는 매우 신중하게 여겨져 안태(安胎)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선재이, 2009). 신명호(1998)는 “탯줄을 잘랐다고 해서 그 아이와 탯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은 아니다. 저 멀리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의 생명력이 탯줄을 통해 전해

진다고 믿었다.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조상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로서 탯줄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당연히 태아가 출생한 뒤에도 탯줄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한다.”고 하였

다.「대군공어주탄생의 제(大君公御主誕生의 制)」7)에 의하면, 사람의 어짊과 어리석음, 융성

(隆盛)과 쇠망(衰亡)이 모두 태로 말미암기 때문에 남자의 태가 좋은 곳에 묻히면 청명(聽明)․호
학(好學)․관고(官高)․무질(無疾)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선연(嬋姸)․단정(端正)해진다고 하였

다. 더욱이 왕실의 경우, 국가의 운세가 왕태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안태를 민가에서보다 더 특별

하게 취급하였다. 보통 민가에서는 태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짚에 말아서 불에 태우

는 풍속을 지니고 있었지만, 왕실에서는 태를 항아리에 담아 산실의 좋은 방향에 두었다(이필영,

2001). 아이의 부모와 조상이 태를 통하여 태아와 닿아있다는 관념은 안태의 전통을 실천하게 

하였고, 조상과 후손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어져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열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태어나서 3일간 태

변(胎便)을 배설해야 병약하지 않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태변이란, 태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열 달 동안 영양을 공급받은 후의 찌꺼기로 아이의 장속에 열 달 동안 묵은 변으

로 배내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최민희, 2011). 전통사회에서는 태변을 완전히 배설하도록 하기 

위해 빈 젖을 빨게 하다가, 제비집의 고운 흙을 첫 젖에 섞어 먹이기도 했고, 녹용을 한 방울 

입에 넣어주기도 했고, 지방에 따라서는 참기름을 한 방울 먹이기도 했다(최민희, 2011)고 보고

되어진다. 또한 초유가 태변 배설에 유익하므로 반드시 먹이라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의 

충고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피면담자들도 있으며(유안진, 1997),「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1~3일이 지나서야 모유를 먹인다고 했다. 즉, 해독용이나 밥물, 꿀물 등을 

먹이다가 출산 후  1~3일이 지나면 비로소 유즙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수유가 시작된

7) 조선시대 원자와 대군․공주의 탄생과 관련한 내용을 이왕직에서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출산이전 

산실청의 설치에서부터 출산이후의 각종의례 그리고 출합(出閤)에 이르기까지 대군과 공주에 관한 규정들

이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왕자와 옹주에 대한 기록들도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육수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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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는 젖의 대체식품인 우유가 없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

의 빈 젖을 빨거나 밥물, 물 정도만 먹으며 하늘이 정한 자연 단식 기간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태변을 완전히 배설한 아이는 황달이나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조상의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양육 지혜는 본받을만하다.

한편,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집 안과 밖을 구별하고, 출산소식을 알리는 금줄

을 쳤다. 금(禁)줄이란 부정을 꺼리어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대문이나 출입문에 걸어 

맨줄로 인줄, 삼줄 또는 금구라고도 한다(이희승, 1994). 금줄은 생명의 양식인 벼의 줄기인 볏짚

을 벽사(辟邪)의 방위인 왼쪽으로 꼬아8) 만들어서 삼칠일 즉, 21일 동안 주로 대문에 걸어서 새

로운 가족의 출산과 외인출입의 자제 표시로 사용하였다(윤재훈, 2000). 금줄은 대체로 아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삼촌, 할머니 중에서 궂은 일을 보지 않은 사람이 친다(이광규, 1972). 남아

를 출산하면 벽사의 색과 냄새 및 맛이 나는 붉은 색 고추를, 여아를 출산하면 벽사의 상징인 

침엽모양의 청솔가지를 최소수이자 완전수인 3개씩 사용하여 제독용인 숯 3개와 함께 석 바꾸

어 꽂아 만들었다. 남아용의 붉은 고추는 남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노란 고추씨를 통해 부귀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아용의 청솔가지는 벽사와 더불어 정절을 기원하는 것이었다(민하

영, 유안진, 2003). 금줄은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 허약한 산모와 아이를 질병감염 

예방, 휴식과 안정도모 등 예방의학적 목적을 겸하여 사용되었다(유안진, 1986). 한국 전통사회

가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신앙체계에 의거9)하여 금줄을 만들어 

외인 출입금지의 표시로서 외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산고를 치른 뒤 피곤에 지

친 산모와 아이의 휴식에 유익하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출입을 삼가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창안된 생활의 지혜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줄은 그 자체로서 한 가정에 새로운 식구

의 출생을 알리는 기쁨의 표시도 되었고, 새로이 출생한 식구의 성별까지 알리는 표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유안진, 1997). 금줄은 하나의 민간신앙으로서 지켜져 왔던 것으로 이러한 금기

가 깨뜨려 졌을 때는 ‘부정(不淨)탄다’고 의식하여 부정이 재앙이나 질병을 몰고 오는 것으로 믿

었던 것이다. 같은 식구가 아닌 경우에는 금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결코 그 집안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며, 이와 같은 금기의 사항은 우리 민족에게 언제나 불문율처럼 지켜져 내려왔다. 이 

금줄은 거두어 깨끗한 장소에서 태우기도 하지만, 대개는 대문 옆 담이나 울타리에 놓아두어 자

연히 썩어 없어지게도 한다. 결국 금줄을 치는 목적은 일시적으로나마 그 지역을 세속적 공간과 

8) 왼쪽으로 꼰 새끼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임동권(1975)은 귀신의 두목

을 왼 새끼줄로 묶었다는 중국 고대 신화에서 전파되었다고 하고, 이규태(1977)는 좌(左)는 양신(陽神)을,

우(右)는 음신(陰神)을 뜻하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 즉 병액(炳厄)은 모두 음귀신(陰鬼神)의 소치로 

알아서, 음신에 상극하는 상징적 저항력으로 좌승(左繩)을 내세운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9) 영아 사망의 원인이 대체로 삼칠일 전․후 배꼽을 통해 병균이 침입하여 앓게 되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

였으므로, 삼칠일은 아이의 배꼽이 아물 수 있는 기간을 얻고자 함이었다(배도식,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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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성역화하는 분리의례라고 볼 수 있다(변종현, 1994).

한국 전통사회의 산후속을 종합해볼 때, 아이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삼신의 축

원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의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안경식,

2005). 즉, 삼신상을 차리는 행위는 인간이 겸허한 마음으로 아이의 수명과 무탈을 신에게 의탁

하려는 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태는 어머니와 아이를 열 달 간 이어준 것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조상과 아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여겨 귀하게 자르고 처리하였음을 볼 수 있었고,

모유가 나오지 않은 출생 후 3일간 아이의 태변 배설을 위한 갖가지 처방은 의학기술이 발달하

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줄 관습을 통해서는 의학과 

통신기술이 발달되기 전 아이와 어머니를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새 가족이 

탄생했음을 외부에 알렸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4. 육아속

육아속(育兒俗)이란 아이가 출생한 후 영아기(嬰兒期)를 거쳐 유아기(乳兒期)에 이르는 동안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습속(오선명, 2001)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생 후 1년이 

되는 돌까지를 말한다. 육아속에는 수유와 이유, 목욕, 아기외출, 아기놀이, 아기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아기행사는 구체적 양육 행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대표적

인 양육 풍습이라 할 수 있으며, 생의 초기에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전달받을 수 

있는 문화적 관습이라 할 수 있으므로(최혜순, 양은호, 2010) 본 연구에서는 아기행사 중 삼칠일

과 백일, 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삼칠일은 아이가 출생한지 21일째 되는 날로서 삼신상을 올려 삼신께 감사드리고, 아이의 건

강을 빈다. 이때부터 두렁이를 벗기고 윗저고리와 바지를 갖추어 입힌다(강현모, 2005). 그리고 

삼칠일부터 산실의 모든 금기가 해제되어 바깥세상과의 분리를 표시하던 금줄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면서 외부세계와의 통합의례를 행하게 된다(정상진, 1996). 이웃이나 친척들이 

아이와 처음 대면하게 될 때에는 실․돈․의복 등 수명과 부귀에 관련되는 물건을 준비한다. 특히 

외할머니는 손주를 첫 대면 할 때 시루떡․찰떡․누비포대기 등을 해주는 풍습이 있다(이춘자,

1997). 민가와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도 삼칠일이 되어야 종실 외척들이 아이와 첫 대면을 할 수 

있었다(선재이, 2009). 7일간을 하나의 단위로 정하여 행사하는 습속은 고래(古來)로부터 있어 

온 것이다. 이는 삼(三), 칠(七), 백(百) 등의 숫자를 길수로 믿어 이를 선호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윤성민 외, 2009). 이러한 습속은 출산한 아이가 그날까지 무사하게 성장한 것을 축하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출산시부터 삼신치성 및 산모와 가족들에게 가

해진 많은 금기사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삼칠일 이후는 지금까지의 예외적 상태로부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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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로의 단계적 회복을 의도한 것이고 아이에게는 특별한 보호로부터 환경에의 적응을 도모

하여 행하여진 습속으로 볼 수 있다.10)

아이가 태어난 후 100일이 되는 날은 백일이라고 하며 아이의 발육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의 기온 변화가 현저하며 더욱이 의학지식이 부

족했던 과거에는 아이에게 병이 나고 죽는 일이 환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백일을 

맞는다는 것은 절기에 따른 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탈 없이 자랐고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날을 지냈다는 의미를 가져 백일을 축하하려는 것이다(김희경,

2005). 출산 후 삼칠일까지의 행사가 주로 아이를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금기사항이 

주류를 이루는데 반하여 백일은 산모보다 아이에게 치중한 의례이다.11) 백일 아침에는 삼칠일과 

같이 삼신상에 흰밥과 미역국을 차리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때 상위에 백일잔치를 

하기 위한 떡이나 나물 등을 올려놓기도 한다. 또한 백일 전까지 흰 옷만 입히던 것을 이때부터

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하고 자유로이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업어주기도 

한다(박승애, 1995). 백일에는 아이의 머리를 깍아주기도 하는데, 출생 후 처음 깍는 머리를 배냇

머리라 한다. 백일에 아이의 고모가 아무도 모르게 아이의 태발, 즉 배냇머리를 깍아 주어 아이 

엄마를 놀라게 했다. 그래야 아이에게 좋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

방에 따라서는 배냇머리를 다 깍지 않고 조금은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아이의 경기를 예방한다

고 하였다(유안진, 1997). 백일잔치를 하는 집도 있는데, 이때는 친척과 이웃을 초대하여 미역국

에 밥과 백설기․수수팥떡․인절미․송편12) 등의 떡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 떡을 받은 집에서

는 아이의 명이 길어지라고 실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기도 하고, 옷감 조각을 주기도 하였다. 백

일에 받은 백 조각의 옷감으로 아이 옷을 지어 입히면 백인의 기원이 깃들게 되어 장수한다고 

믿었다. 특히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백설기를 백개의 편으로 나누어 이웃과 길가는 사람에게 나

누어 주었는데, 이러면 아이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속신이 있었기 때문이다(주영하, 2003).「임산

예지법(臨産豫智法)」에는 아이의 피부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꺼운 의복을 덮어두지 말

고, 땀이 나지 않게 해야 하며, 백일 후에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 자주 햇빛

을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13) 왕실에서도 탄생한지 백일이 되는 날 비로소 아이가 바깥출입을 

10) 서울六白年史 - 삼․칠일속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5-81.html

11) 서울특별시 편집부(1993). 서울민속대관. 4권 통과의례. 서울특별시.

12) 백설기는 아이의 장수를 뜻하고, 출생의 정결, 신성함을 나타낸다. 수수팥떡은 부정을 막고 부정살을 제거

하는 주술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수수팥떡을 동과 서로 하나씩 버리면 액땜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특

히 송편은 꼭 만드는데 5색송편은 5행, 5덕, 5미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의미한다. 송편은 속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이 있는데, 속을 넣은 것은 속이 차라고 만들며, 속이 비게 만든 것은 망두라 하여 뜻이 넓

으라고 만들어 준다. 인절미는 찹쌀로 만들어 차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단단하라는 뜻이 있

다(안은희, 1980).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황무환 역. 「조선왕실의 출산문화」.이회문화사. 2005. p. 38 “무릇 소아(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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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백일(百日)’은 중요한 시간의 마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돌이란 출생 후 1년이 되어 맞이하는 생일로 쉬일(晬日), 주일(周日), 주년(周年)이라고도 한

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첫돌은 여러 위험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성장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예기하는 것이다(민하영, 유안

진, 2003). 이날이 되면 어느 정도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긴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나 

의례적인 행사는 거의 끝나게 된다. 따라서 어려운 고비를 넘긴 축하의 뜻과 완전한 가족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무병장수와 장래의 복을 비는 뜻이 축하연에 담겨있다. 또한 이를 경

하(慶賀)하게 된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습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한국민속대사전편찬위원

회, 1994). 돌날의 전통적 의식과 행사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아이

의 장수복록(長壽福祿)을 축원(祝願)하는 치성(致誠)을 드리는 것이다. 치성행위는 출산, 삼칠일,

백일에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신(産神)에 대한 치성이 주가 되며 혹 만신당14)에 가서 돌 전

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장철수, 1976).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삼신상을 차리는데 삼신상은 

흰밥과 미역국과 정화수로 차리고, 아기시루(삼신시루, 시루떡)를 쪄서 상 옆에 놓는다. 아기시

루의 떡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가족끼리만 먹는데 밖으로 나가면 아기의 복이 줄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삼신상을 차려놓은 다음 치성을 드리는데 남자는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며,

할머니 또는 산모가 치성을 드린다. 또한 간혹, 타인(주로 무당, 박수)의 도움을 받아 출산에 대

한 감사와 장수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치성행위의 목적은 아이를 

점지해준 삼신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삼신의 초인적인 능력에 힘입어 나쁜 인연을 끊고 장차 아

이의 무병과 성장과 복록을 누리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선재이, 2009).

돌 행사 중에는 아이를 위한 돌 옷을 만들어 성장(盛裝)시키는 것이 있다. 「正祖實錄」15년

(1791) 6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원자는 사유화양건(四遊華陽巾)을 쓰고 자주색 비단 겹저고리

를 입었는데 앉은 모습이 의젓하였다.”고 하였으니, 조선시대에 돌잡이에게 새 옷을 입히는 풍

속이 일반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돌을 맞은 아이에게는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 입혔는데 이

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입혔다. 남아(男兒)에게는 주로 보라색 바지, 분홍색 또는 

색동저고리, 사계삼, 금박 또는 은박의 조끼, 색동마고자, 전복, 복건, 타래버선, 염낭, 홍색 돌띠

를 착용시켰고, 딸에게는 색동저고리, 홍색 스란치마, 연봉 노랑 속치마 또는 무지개 속치마, 타

래버선, 염낭 자색의 돌띠, 배자, 오방장 두루마기, 굴레를 씌웠다(이길표, 1998). 돌띠는 장수를 

뜻하여 길게 만들어 한 바퀴 돌려 사용하며, 오랑을 달기도 한다. 돌주머니는 복을 기원하는 뜻

兒)의 기부(肌膚)가 실(實)하지 못하니 의복 덮기를 두껍게 마시어 땀이 나지 않게 하시고 백일(百日)후에 

천기(天氣)가 화란(和蘭)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 자주 햇빛을 보게 하시며...”

14) 여무(女巫)가 신에게 제사지내는 곳(네이버 백과사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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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앞면에는 모란, 국화를 수 놓고, 뒷면에는 수(壽), 복(福)을 수 놓는다. 돌 주머니의 끈에는 

장식을 달아준다. 장식물에는 작은 타래버선, 은도끼, 은나비, 은북, 은물고기, 은장도, 은자물통

을 달아주는데 이는 아이의 장수복록을 기원하고 귀신의 접근을 막는다는 뜻이 있다. 또한 돌복

을 지을 때에는 단추를 달지 않고 끈을 달아주는데, 이것은 장수의 의미가 있다(남상민, 1996).

돌 행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에게 돌상을 차려주는 것이었다. 첫돌에는 돌잡이의 

재미를 즐겼는데 백설기, 수수떡, 팥떡, 실꾸러미, 책, 붓, 돈, 쌀, 활 등을 돌상에 차려서 아이가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서 미래 아이의 직업 선택과 부귀장수를 점쳤다(유안진, 1997; 최운식 외,

2002; 한국민속학회, 1999; 한미옥, 2011). 돌상을 차릴 때 부모는 자연히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

기를 원하는 바에 따라 돌상에 물건을 의도적으로 차리어 아이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진

열해놓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재앙과 관련된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풍속이었다(강

인희, 1984). 「정조실록(正祖實錄)」15년(1791) 6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원자의 경우 먼저 채색 

실을 집고 다음으로는 화살과 악기를 집었다고 했다. 이것을 보면 왕실에서는 민간의 돌상에 올

리는 물건에 더하여 악기도 올랐음을 알 수 있다(주영하, 2005). 또한 왕실의 경우 주로 미나리 

한 단을 홍실로 묶어놓는데 미나리는 물이 어리는 축축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잘 자라고 일 년 

내내 자랄 수 있는 식물로 끈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식물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미나리가 

지닌 생명력은 장수를 의미하고 번식력은 자손 번창을 뜻한다(조후종, 2002). 돌잔치 때 돌잡이

를 하는 것은 하나의 유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이의 장래 가능성을 예견해보면서 그 아이가 

탈 없이 성장해주기를 바라는 온 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돌 행사의 마지막은 잔치 후에 돌잔치에 온 사람과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떡과 음식을 

돌리는 것이었다. 「조선민속」에 의하면, ‘돌떡을 받은 집에서 반드시 돌떡을 담아온 그릇을 

씻지 않고 적으나마 물품이나 돈으로 답례를 보내준다. 그릇을 씻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이유는 

’다시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맛있는 것을 주십사‘라는 인사라고 한다(황혜성, 1976). 답례의 물건

은 대부분 실이나 의복, 돈, 반지, 수저, 밥그릇, 완구 등으로 이러한 답례품은 아이의 장래를 위

해 부귀장수를 빌고 함께 축하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돌 답례품으로 온 돈은 쓰지 않고 아

이를 위하여 증식시키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하고 밑천이라 해서 귀중하게 여겼다(임양순, 1984).

돌날에는 돌떡을 마을의 각 집에 돌리면서 흰 한지나 무명피륙에 천인(千人)으로부터 천자의 

글자를 받아 천자문을 만들기도 해서 나중에 아이의 교육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이의 방벽에 걸

어두기도 했는데, 천인이란 무수한 사람의 기원으로 장수하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속신 때문

이었다(유안진, 1997). 이러한 습속은 아이의 무사한 성장을 기원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삼칠일, 백일, 돌은 아이와 산모가 안정을 되찾고 산모는 일상으로 아이는 

사회속으로 통합되는 특별한 시기였다.

한국 전통사회의 산속을 종합해 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산모 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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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 아니라 자연과 주변사물 및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인간의 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경외하고, 가족 

뿐 아니라 마을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었다.

Ⅲ. 한국 과도기사회의 산속

본 연구에서 한국 과도기사회의 산속은 일제시대부터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즉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출산을 마친 세대의 산속이다. 이 시기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이데올

로기와 산업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가 근대화․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세

대이다. 또한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으며 생활이 극도로 궁핍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이처럼 

과도기 산속의 경우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혼란 속에서 전통사회의 산속이 일부 전승되기도 하

였고, 일부는 약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사

고방식이 산속에 점차 반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지현, 이옥희, 2003).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 과도기사회 산속에 대한 자료는 전통이나 현대사

회보다 부족한 편이다. 특정 지역에 제한된 자료로 한국 과도기사회 산속을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산속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김보라, 2008) 여겨지므로, 한국 과도기사

회의 산속을 선행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기자속

과도기사회에서 기자를 위한 치성행위는 1940년대 이후 표면적으로 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인

다. 1930~1940년대의 출산풍속에 대한 연구(김주희 외, 2006)도 이미 그 당시 기자 행위는 많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근대 학교교

육을 들 수 있다. 즉, 합리화를 추구하는 학교교육을 통해 치성이 미신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거공간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산치성이나 집치성이 표현될 공간을 상실

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종래의 삼신할머니께 빌어서 얻었던 잉태는 ‘남자의 생식세포

와 여자의 생식세포가 결합되어 특유한 세포가 성립되는’ 수정의 개념으로 설명됨으로써, 임신

과 출산을 새롭게 바라보는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곽정인, 2009).

하지만 여전히 기자의 신념은 한국 과도기사회를 관통하고 있었다. 과도기의 전남지방 산속

을 연구(김지현, 이옥희, 2003)한 결과에 따르면, 불임녀가 자녀를 얻기 위해 행하는 주술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앙오가리를 모시는 치성기자, 사성만이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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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지를 훔쳐 와서 거기다 장을 담아 먹는 주술기자, 산모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입는 주술

기자 등이다. 특히 과도기 사회의 아들 선호는 교육정도․경제형편․사회지위와 무관하게 종교 행

위와 속신은 물론이고 근대의 산물인 의료정보까지 동원되기도 하였다(주영하, 2003). 이렇듯 한

국 과도기사회에서의 기자속은 근대화의 영향, 주거공간의 변화 등으로 인해 표면적인 측면에서

는 형태가 바뀌거나 그 자취를 감추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삶의 틀과 관념은 변화시키지 못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산전속

과도기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태교에 대해서도 느슨한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대라서 여성도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에 참여해야 했고 이에 따라 전통사

회에서 강조된 행동금기, 음식금기 등의 태교가 지켜질 수 없었다. 이는 오히려 오늘날 태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된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김지현, 이옥희(2003) 연구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데 반해 과도기 사회에서는 하루하루의 생계유지가 급

급했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식금기에 대한 실천은 전통사회에서 

내려오는 습속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과도기 사회에서의 산전속 

중 태교는 실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당시 궁핍했던 상황에 의해 실제적으로 행해

지는 데는 전통사회에 비해 장애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산후속

김지현, 이옥희(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남지방에서는 과도기까지는 삼신을 위하고 부

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했던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남지방에 국한된 사례

이기는 하지만 의학기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당시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빌어 출산의 고통

과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주영하(2003)의 1940~1990년대 출산의례 변용과 근대적 변화 연구를 보면, 당시 행해진 산후

속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많은 산모는 출산을 집이나 조산원에서 

했다. 특히 집에서 할 경우 출산을 도와주는 ‘삼할머니’라는 사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어머

니나 친정어머니가 이 일을 맡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출산의 경험이 있는 할머니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도 했다. 또한 출산이 집에서 이루어지면 많은 경우 ‘삼신상’을 차렸다. 출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종 주술적인 행위가 행해지기도 했다. 가령 산모에게 남편의 허리띠를 둘러

주거나, 순산한 부인의 치마나 속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메밀대나 수숫대를 삶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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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물을 먹게 하거나 계란에 참기름을 섞어 먹게 했다. 또 은반지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자르고 종이나 짚에 싸서 삼신상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태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장태방(藏胎方)을 보아 좋다는 곳에 묻거나 물에 띄우거나 태워버

리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주영하, 2003).

김주희 외(2006)와 김지현, 이옥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기사회에서는 자른 탯줄은 태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른 탯줄을 왕겨 위에 올려놓고 태운 경우가 많았는데, 태운 

재를 강물에 버린다거나 밭에 버리거나 산에 가져다 버리거나 나무 밑에 두기도(손 없는 날에 

손 없는 나무 밑에) 했다. 태를 태우지 않은 경우는 가위로 잘라 부엌에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강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고, 자른 탯줄을 돌에 묶어 강물에 가라앉게도 했으며, 가위로 잘

라 단지에 담아 아무도 없는 새벽에 바다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1930~1940년대 출산풍속에 관한 사례연구(김주희 외, 2006)에 따르면, 30사례 중 14사례에서 

금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어머니 세대의 경우 금줄 관습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

나 할머니 세대15)는 43%가 금줄을 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민하영, 유안진, 2003)와 비슷하

다. 반면 이 시기에 금줄을 행하지 않은 경우들을 보면 시댁이나 친정의 종교가 기독교 혹은 천

주교여서 금줄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전체 30사례 중 삼신상을 차린 경우는 9사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신신앙이외의 종교적 의례를 한 경우로는 절에 불공을 드린 한 사례, 기

독교 세례를 받은 두 사례 등 3사례이다. 결론적으로 30사례 중 18사례는 출산과 관련하여 아무

런 종교적․주술적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삼신모시기, 태가르기 및 처리, 금줄 관습을 중심으로 한국 과도기 사회에서의 산후속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 전통 산속 중 삼신할머니 신앙의 비중을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이미 삼신신앙

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사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녀를 집이나 조산

원에서 출산하였으므로 태가르기 및 그 처리는 전통적 방식이 유지되었으며, 금줄 관습은 일부 

지속되고는 있으나 초기 근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사회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육아속

과도기까지는 삼칠일을 지켜서 삼신을 위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했던 현상이 어느 정

도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한지 3일이 지나

면 몸을 움직여 집안일과 아이돌보기, 들일 등을 해야 했으므로(김지현,이옥희, 2003) 사실상 삼

15) 어머니 세대는 임신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의 어머니를 의미하고, 할머니 세대는 임신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험이 

있으며 전통육아방식을 경험했으리라 예상되는 60세 이상의 할머니를 의미한다(한승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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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일 습속은 전통사회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도기 육아속의 특징 중 하나는 중상류층 가정을 중심으로 개화기 이후 도입된 백일기념 사

진 촬영 풍속이다. 혼자 앉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아이의 화려하게 꾸민 모습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남아의 경우 남아선호의 문화를 반증하듯이 성기를 드러내

놓고 자랑스레 앉아 사진을 찍어 집집마다 보관하기도 하였다(조후종, 2002).

민하영, 유안진(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기에 출산을 경험한 할머니 세대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2/3정도가 돌잔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낙후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할머니 세대의 경우 첫돌을 맞이한다

는 것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 회복에서 제2의 위기(유안진, 1997)를 막 넘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축하할 만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남지방의 과도기 산속 연구(김지현, 이옥희, 2003)에 따르면 백일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백

일이 되면 떡을 해서 백인에게 나누어 준다.’, ‘백설기를 해 먹는다.’, ‘삼신상을 차리고 비손한

다.’, 돌에는 ‘시루떡·수수팥떡을 해서 돌린다.’, ‘삼신상을 차린다.’, ‘돌상을 차려놓고 아이의 운

명을 점친다.’등의 피면담자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사회의 육아속이 과도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돌을 챙기지 못했다

는 보고(김보라, 2008)도 있는데, 이 때 삼신상에 밥과 미역국, 물 한 그릇 올려 삼신에 대한 예

(禮)는 행하였다(김보라, 2008)고 한다.

이렇듯 한국 과도기사회에서의 육아속은 가정형편에 따라 삼칠일, 백일, 돌의 실천정도는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에게 특별한 축하행사를 못했더

라도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 대한 예(禮)를 행한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한국 과도기사회의 산속을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당시 혼

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다양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과도기사회에 출산을 

했던 피면담자들은 전통사회의 산속에 대해 실제 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영

향으로 이념과 실제가 다르게 실행되었던 것이다.

Ⅳ. 한국 현대사회의 산속

본 연구에서 한국 현대사회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정의하였다. 이 시기의 특성은 도시

화 및 산업화, 여성의 고학력 등이다16).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전통적인 산속의 방식을 바꿔놓았

16) 한국은 국가주도하의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에 힘입어 1960~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였다(배성

인, 1997).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절대적 빈곤 상태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고, 사회발전도 이루어졌다 한국 



220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정분만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출산이다.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출산은 

한국 전통 사회 산속을 가장 크게 변모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이옥희, 2003). 다

시 말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산속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출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속신 행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아울러 비록 속신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

는 데는 가족과 주위의 시선, 학교 교육을 통한 신념의 변화, 종교적 지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스스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주영하, 2003). 그러나 일부 산속은 현대사회에 이

르기까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음이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사

회의 산속이 과도기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띠고 있는지 현대사회

의 산속을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자속

기자속은 자손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전통사회와 과도기의 자손관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의 출산은 자신의 2세를 낳기 위함

으로 조사되며, 딸만 낳은 경우에도 출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기자행위

를 행하지 않은 사례들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

회와 과도기사회에서는 득자나 득남을 위해 치성기자와 주술기자를 주로 행했으나 현대사회에

서는 산부인과 병원을 중심으로 시험관 아기, 정자은행 등의 각종 의학적인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지현, 이옥희, 2003).

김주희(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례 27명 중 기자행위를 한 경우는 10사례이다. 이 10사례 

중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는 5사례이고, 나머지 5사례에서는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이 대신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특징은 전자의 경우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방법을, 후자의 경우는 상당히 무속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또한 흥미로운 점

은 할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의 거부적 반응을 염려하여 무속적 방법에 의존하면서도 당사자

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그러한 할머니 세대의 행위를 사후이긴 하나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우호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영역의 전통적 지식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완전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화를 야기했고, 주거공간의 형태를 변형시켰으며,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는 각종 전통적인 관념을 변형시켰다.

17)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에는 아들 낳는 한약이나 칼슘 성분 약을 복용하거나, 남편은 야채위주

의 식사, 본인은 육류위주의 식사를 하여 체질개선을 시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본인 모르게 침대 밑에 부적을 붙이거나, 아들 낳은 집에

서 가져온 속옷을 입게 하는 것 등이 있다(김주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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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배척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기자속은 그 중요성이나 믿음이 현대사회에 와서 상당히 약화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의 기자속은 자식을 얻기 위해 온전한 마음을 다해 자연과 신

에게 기도드렸지만, 현대사회의 자녀출산은 부부의 2세를 얻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 행위로 변화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의학기술 서비스의 보급으로 아이를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

는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접근 즉, 시험관 아기, 정자은행 등의 새로운 방식으

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산전속

한국의 전통사회나 과도기에 태교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태교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했다(김주희 외, 2006). 그러나 오늘날 경제수준의 향상과 태교의 

효용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박문일, 1999; Kolata, 1984)되면서 대부분의 산모와 남편이 태교를 하

는데 영향을 주었다. 1995년 전국 도시지역 산모 795명, 남편 564명을 조사한 결과 태교를 조금

이라도 한 비율은 91.2%에 이르고, 태교정보는 57.1%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이며, 태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순, 김현옥, 1995)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태교에 대한 실태 조사들(최연순, 김현옥, 1995; 김현옥, 1997; 문희수, 최의순, 2002)에 의하면 

대개의 산모들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태교를 시작하며 그 목적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

성격, 두뇌발달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음악(모차르트) 듣기, 노래 불러주기, 마음 편하게 먹기 

등 소극적 방법에서부터 머리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한 매우 적극적 태교 즉, 문화센터에서 퀼트와 

십자수 배우기, 불경읽기, 남편에게 책 읽기를 권한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태교의 내용은 고전

음악을 듣고 손을 많이 쓰면 아이의 머리가 좋다는 산모들이 추구하는 현대판 태교가 어떤 것인

지 알게 한다(마계향 1986; 조동숙, 1987).

한편 음식금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전통적 음식금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할머

니 세대로부터 권유받기도 했으나 그것을 따른 경우는 3사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의학

적 지식에 기초하여 음식을 금기했거나 아예 어른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었다고 했

다(김주희, 2007). 이는 김지현, 이옥희(2003)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전통사회와 과도기사회에서

는 임부가 금기해야하는 음식이 매우 많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금기음식에 대해 불안함은 갖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음식금기뿐 아니라 정서적 

금기도 약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음식금기는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의학적으로 해롭다고 판명

이 난 술, 담배, 약물 등으로 바뀌었다. 기자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산모가 직접 행할 경우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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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습 대신 신지식을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 태교가 중요한 산전속으로 부각되고 그 내용 또한 새로운 요소들로 채워지

는 현상은 특징적이라 하겠다(김주희, 2007).

나쁜 것을 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모서리에 앉지 않는 등의 금기를 지키던 전통적 태교는 클

래식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의 태교를 거쳐(김현옥, 1997) 이제 

영어, 음악, 스세딕식, 뇌태교 등으로 세분화되어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태교 방

법들로 변화하고 있다. 즉,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순산을 도모하였던 전통적 태교에 태어날 

아이의 자질과 재능을 미리 디자인(design)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을 결합시켜, 출산과정에 대한 

산모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교육을 태교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장민희, 2005).

한국 현대사회의 산전속 중 태교는 초음파의 발달로 태아의 행동이 관찰 가능해지면서 불확

실했던 태아 영역이 확실한 의학적 지식으로 대체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주술적 사고에 의존해왔

던 태교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의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태교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태아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접한 산모들은 다양한 정보를 분별하여 태교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태교는 인지력이 뛰어난 자녀를 얻으려는 우생학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 주

종을 이루는데, 이는 한국 전통사회 태교가 정서, 인지, 사회, 영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한 것에 

비하면 태교의 내용적 측면에서 일부만이 확대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교의 

시작 시기도 전통사회에서는 임신 이전부터 준비한 것 에 비해 현대사회의 태교 시작 시기는 

임신한 사실을 안 때부터 라는 점은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태교의 위상을 확인하게 해준다.

3. 산후속

삼신에 대한 믿음과 금기와 관련된 산속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아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그 믿음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김주희(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신상 의례는 

1930~1940년대에 이미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주희 외, 2006)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

체를 통하여 젊은 세대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

한데 아이에게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줄을 치는 행위는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 되었다. 이유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금줄을 치는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며,

동시에 금줄에 소용되는 재료의 희소성이 관습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종교적 신념과의 갈등도 전통적인 관습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주영하,

2003). 그러나 김주희(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신상과 금줄은 거의 사라진 의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친정이나 시댁이 농촌이며 농촌 지역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금줄을 달았다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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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불교를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신신앙이 불교와 융합되어 있는 측

면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금줄 관습은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 많이 사라졌으나 

할머니 세대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김주희, 2007).

현대사회에서는 태가르기와 처리가 병원에 의해 주도되어 산모와 가족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지현, 이옥희(2003)의 연구에서도 태는 병원에서 그냥 버린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자녀수의 감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제대혈 즉, 탯줄 속에 있는 혈을 보관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자녀에게 생길지 모르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대혈 서비스는 부

모들에게 환경의 악화와 선청성 이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녀의 질환에 대해 대비하도록 

권하며, 부모의 의무를 자녀의 완전한 건강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시킨다(장민희, 2005).

태변을 배설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현대 어머니들은 태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막연

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두석(2007)과 최민희(2011)는 태변을 완전히 배설하

지 못한 아이들은 푸른 변을 싸기도 하는데, 현대 어머니들은 아이가 푸른 설사를 하게 되면 걱

정이 지나쳐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요즘은 전통사

회와 달리 우유라는 대체식품이 나오는 탓에 태어나자마자 자연이 명령한 단식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우유를 먹게 되고 그것이 태변 배설을 가로막아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을 비롯

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한국 전통사회의 산후속은 미신으로 치부되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

대 부모들의 경제적 여유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 두 자녀를 위해 인터넷이나 책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발적 학습을 통하여 한국 전통 산후속의 일부 습속을 선택적으로 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육아속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는 여성 인력의 사회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경제적 풍요와 출산율의 

감소는 적은 수의 자녀를 위해 부모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아기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아기

행사 중 삼칠일, 백일, 돌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삼칠일은 산모의 휴식 기간일 뿐 아니라 아이의 배꼽이 완전히 마르는 기

간이었다. 이러한 삼칠일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산모의 휴식과 함께 산모와 아기에 대한 부정방

지, 산모 오염 확산방지 등을 목적(김주희 외, 2006)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는 아이의 입장보다 산모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산후조리 기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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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는 할머니 세대(흔히 친정어머니)의 적극적 협력을 받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

기는 것으로 변형된 것이다. 김지현, 이옥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기까지는 삼칠일을 지켜

서 삼신을 위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했던 현상이 보편적이었으나 현대에는 삼신상을 차

리는 경우는 극히 소소하다. 그러나 삼칠일이 되기 전에 산모와 아이를 만나는 것을 꺼림칙해하

는 경향은 남아 있는데, 이는 현상은 부정(不淨)을 경계하려는 의식이 잔존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하영, 유안진(2003)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돌잔치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많으나, 어머니 세대(91.5%)가 할머니 세대(74.6%)에 비해 돌잔치

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대 변화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머니 세대

가 할머니 세대보다 적은 자녀수와 1인당 높은 GNP의 시대에서 사는 것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즉 어머니 세대의 경우 1~2명의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돌잔치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일과 돌 때 손님들이 들고 오는 선물의 변화도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쌀과 실타래였

지만, 점차 금반지와 옷으로 변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반지․팔찌․현금․옷이 주류를 이루었

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20세기를 관통하면서 보여준 가치재(valuables)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

명해준다. 또한 최근에 와서 백일잔치와 돌잔치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1990년대 이후 출산경험

을 가진 정보제공자의 경우 백일잔치는 집에서 식구들끼리 했지만, 돌잔치는 집에서 한 경우가 

없었다. 비록 백일잔치와 돌잔치가 시대와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백일잔치는 가족들끼리 

하고, 돌잔치는 친척과 이웃을 불러 크게 하는 경향은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진

다(주영하, 2003). 1970년대까지도 백 일째 혹은 만 일 주년에 잔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날

이 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잔치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도 하면서 잔치 집행자와 참여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하는 날짜는 변동이 가능해졌다

(주영하, 2003). 뷔페식당은 오늘날 돌잔치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가 되었다. 잔치의 주관뿐 

아니라 돌상차림까지 식당 측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차려진다. 사람들은 식당 측의 주관에 따라 

행해지는 행사에 참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촌의 읍소재지에도 뷔페식당이 들어서고 특별한 날은 촌에 거주

하는 사람들도 뷔페식당을 찾는다(주영하, 2003). 즉, 전통적인 산속이 각 지역만의 독특성을 잃

어버리고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의 육아속 중 아기행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적 여유와 자녀수의 감소로 돌잔치

가 한국의 전통사회나 과도기사회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눈여겨볼만하다. 그러나 아기행사

의 의미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점은 한국 전통사회

나 과도기사회와는 다른 현대사회 산속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즉, 전통적 의미를 잃고 상업주의

와 맞물려 이벤트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한국 전통 산속에 대한 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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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보인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보급과 사회구조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 전통 사

회의 산속은 점차 변화를 거듭하면서 부분적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

대사회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대한 기획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해 추가

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의 산속의 전 과정은 

순리에 따른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아닌 상업주의와 결탁된 산속을 부부가 의식적으로 결정하

고 준비해야하는 선택적 과정으로 변모하였다.

Ⅴ. 나가며: 산속의 유아교육적 의미 고찰

본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의 산속이 과도기와 현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봄

으로써 산속의 의미를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재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

통사회, 과도기사회, 현대사회의 산속의 변화 과정을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산속의 변화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자속은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자연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행해

졌다. 과도기사회에서는 근대화의 영향, 주거공간의 변화 등으로 인해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형

태가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삶의 틀과 관념은 전통사회의 기자속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

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녀는 부부의 선택적 행위 및 의학적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자식은 간절한 염원으로 시작된 귀한 생명이었다면 현

대사회에서 자식은 부모가 선택해서 얻은 생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아교육에서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가르칠 대상으로서의 아이가 아닌 아이의 본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둘째, 산전속 중 태교는 전통사회에서는 내용면에서 신체, 정신, 사회․문화, 영적 측면까지 모

두 고려하였고, 주체는 산모와 남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였으며, 기간은 임신을 기대하고 

준비한 임신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기사회에서는 궁핍했던 상황에 

의해 태교가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데는 전통사회에 비해 장애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

대사회의 태교는 인지력이 뛰어난 자녀를 얻으려는 우생학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 주종을 이루

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 태교가 정서, 인지, 사회, 영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한 것에서 점

차 태교의 일부 내용만이 확대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교의 시작 시기도 

전통사회에서는 임신 이전부터 준비한 것에 비해 현대사회의 태교 시작 시기는 임신한 사실을 

안 때부터 라는 점은 유아교육 분야의 관심이 예비부모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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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후속은 삼신모시기, 태가르기 및 처리, 태변, 금줄관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삼신모시기는 전통사회에서 출산 후 삼신을 모셨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겸허한 마음으로 

아이의 수명과 무탈을 신에게 의탁하려는 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 사회에는 전

통산속 중 삼신할머니 신앙의 비중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현대사회

에도 이러한 영향이 미쳤지만 자녀수의 감소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자세를 보이는 부모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가르기 및 처리는 전통사회에서 어머니

와 아이를 열 달 간 이어준 것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조상과 아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여겨 

귀하게 자르고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과도기사회까지 이어졌으나 현대사회

에 이르러 가정에서 행해졌던 출산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산모와 가족이 태가르기 및 처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수의 감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의무를 자녀의 완전한 건강에 대한 책

임으로 확장시킨다. 모유가 나오지 않은 출생 후 3일간 아이의 태변 배설을 위한 갖가지 처방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과도기사회

를 지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유라는 대체식품이 나오게 되었고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나

자마자 자연이 명령한 단식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우유를 먹게 되고 그것이 태변 배설을 가로막

아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금줄

관습은 의학과 통신기술이 발달되기 전 아이와 어머니를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

에 새 가족이 탄생했음을 외부에 알렸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습이 과도기

사회에서는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전통사회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주거공간의 변화, 금줄에 필요한 재료의 희소성, 종교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기 드물게 되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태변, 탯줄 관리 및 신생아 환경 등에 관심을 가져 유아의 건강한 삶의 시

작을 도울 수 있어야겠다.

넷째, 육아속은 삼칠일, 백일, 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삼칠일은 전통사회에서 삼신께 

감사드리고, 아이의 건강을 빌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면서 외부세계와의 통합의례를 행하던 날

이었다. 과도기사회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으로 인해 산모가 출산하지 3일이 지나면 집

안일과 육아, 들일 등을 해야 했으므로 삼칠일 습속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삼칠일은 삼신상을 차리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으며, 아이의 입장보다 산모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산후 조리 기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백일은 삼칠일과 같이 삼신상에 흰밥

과 미역국을 차리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고, 이때부터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

하였다. 또한 탄생한지 백일이 되는 날 비로소 아이가 바깥 출입을 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백일

(百日)’은 중요한 시간의 마디가 되었다. 과도기사회에는 가정형편에 따라 백일 풍습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중상류 계층은 백일 기념 촬영을 하는가 하면, 서민계층에서는 백일잔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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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잔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삼신에게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떡을 돌리는 정도는 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백일잔치는 가족들끼리 하거나 뷔페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잔치를 하는 경향이 특징적이다. 돌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 여러 위험고비를 넘기

고 건강하게 성장했음을 축하하며 장래의 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었다. 과도기사회에 접어들면

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이 돌잔치는 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 대한 예는 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전세대보다 

자녀수의 감소와 1인당 높은 GNP의 영향으로 돌잔치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뷔페식

당은 돌잔치를 하는 일반적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아기행사의 의미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점은 한국 전통사회나 과도기사회와는 다른 

현대사회 산속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육아속을 준비하며 아이의 건강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의 

정성과 마음은 유아교육에서 복원해내야 할 것이다.

한국 산속의 변화 흐름을 정리해보면 전통사회 산속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매 순간순

간 마음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과도기사회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으로 인

해 그 실천방식의 변화가 있긴 했으나 그 정신은 이어져 오다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미신으로 

치부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계승시켜온 생명존중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가치마저 단절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 산속에 관심을 갖는 일은 단순히 그 형식이나 방법을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육아지혜를 잇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대 부모들에

게 난무하는 육아 정보 속에서 한국적이며 주체성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해

서라도 앞으로 유아교육학에서는 한국 산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양식 교육방법에 치중하고 한국 유아교육에 우리나라 전통 산속의 육아 지

혜가 스며들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 후속연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전통산속에 대한 유아기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유아기 어머니들의 한국전통산속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산속의 

전반적인 변화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기자속, 산전속, 산후속,

육아속의 세부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교

육을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산속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아

교사양성교육과정에 한국 전통육아 지혜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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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Childhood Education Through Exploring

the Process of Change of Korean Custom of Childbirth
18)

Kim, Eun-Ju*

Jeon, Jeong-Mi**

Custom of childbirth is Korean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ranging from praying for

pregnancy, wishing for the health of a baby till the first birthday party of the baby, taboos,

ceremonies, and a charm.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by investigating how custom of childbirth has been chang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making preliminary data to secure the

continuity of educating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and famil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took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process of custom of childbirth in the

modern society by classifying it into custom of pregnant praying, custom of prenatal caring,

custom of puerperium caring, and custom of childcare.

Korean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had been practiced appropriately in line with the

order of life, following the laws of natur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custom of childbirth

had been practiced in various form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ach family and the chaotic

period. However, the practices were not totally different with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While,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is being discounted as an old wives’ tale or considered

as an option rather than a mandate as rationality and logicality become more importan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This made people cut traditional spiritual

values like respect for life and child bearing which had been inherited in custom of childbirth.

This study would be a corner stone to learn the wisdom of child bearing in Korean 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in a situation where too much child-bearing information makes families

confused and only the western educational method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Key words: custom of childbirth, custom of pregnant praying, custom of prenatal caring,

custom of puerperium caring, custom of childcare, child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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