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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이 글은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민간신앙

을 살핀 것이다. 며느리-단혈 부자 패가 설화는 부잣집에 손님이 많아 

괴로워하던 며느리가 시주승에게 물어서 그의 지시대로 어떤 사물을 끊

었더니 손님도 끊기고 그 집도 망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한 가

문이 갑자기 망한 원인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는 젠더적 면이 있는 이

야기이다. 하지만 며느리의 악행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 고생에 대한 이

해를 강조하였으므로 비윤리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징치(懲治)로 집안이 

망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에는 ‘사물이 끊긴 것-손님이 끊긴 

것-집이 망한 것’을 하나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다. 인간사와 자연의 연계

에 대한 인식은 결국 인간과 신령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서로 잘 

교류하고 소통할 때 만사가 잘 된다는 민간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다.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의 흥망을 천의(天意)로 보고 따르는 의미도 읽힌다. 

요컨대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천의의 관계망을 살폈고, 그것을 민간신앙의 

면에서 풀어낸 것이다.

주제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한국인의 종교성, 집단의 사고

방식, 패가(敗家), 손님 끊기.



‘며느리-단혈형 부자 敗家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한 단면  207

Ⅰ. 서 론

이 글은 한 설화 유형을 집중 분석하여 한국인의 심성 기저에 있는 

민간신앙의 일단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일영은, “종교라는 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폭넓게 수용되어 한국 

민간대중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종교현

상이 민간신앙”이라고 하였다. 또 “인간의 일상사를 넘어서는 힘, 초인간

적인 힘에 귀의함으로써 인간사를 개선하고 치유하며 발전시키고 완성하

자는 제반 기능이 신격화되어 기복양재(祈福禳災)하려는 종교심성의 발

로”1)가 바로 민간신앙이라고 하였다. 그의 지적처럼 민간신앙은 체계화

된 교리, 신의 실체, 내세관 등을 갖추지 못했을 지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종교심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실 체계화된 종교보다 더 

강력하고 자연스럽고 폭넓게 민중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바로 민간신앙이다. 이런 민간신앙에 대한 탐구가 쌓여 결국 

한국인의 종교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자 패가 설화이다. 그 중에서

도 손님이 많은 것을 괴로워한 며느리가 승려의 지시대로 무엇인가를 

끊어 손님이 끊기고 집안이 망했다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민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있는 금기의 문제, 원시 신앙의 문제가 잘 드

러나는 유형이다. 선행연구를 진행한 김영희2)는 이런 유형을 ‘며느리-단

혈 설화’라고 명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부자

패망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 부분이 드러나도록 명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설화 유형을 ‘며느

 1) 박일영, ｢민간신앙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종교성｣, 효대논문집 49집, 효성

여자대학교, 1994, 9-10쪽.

 2) 김영희, ｢<며느리-단혈>의 연행과 젠더화 기획에의 동화와 탈주｣, 한국고

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79-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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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라고 명명하여 설명하겠다.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를 언급한 연구로 심민호와 장장식3)의 

것이 있다. 이들이 이 설화 유형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금기

와 여성의 관계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단초를 열었다. 이후 김영희가 이

런 시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이 유형에 대한 단일 연구를 진행하였

다. 김영희는, 며느리가 시댁을 망하게 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고달파서 

모르고 한 과오가 윤리적 죄로 재단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남성 개인 

혹은 남성 집단 연행자가 가문 몰락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하지만 반복 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여성 탓을 했던 여성

들도, 죄를 전가했던 남성들도 반성하고 이야기를 재맥락화 함으로써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고 김영희는 설명하

였다.4) 이 이야기의 대체적 의미가 그렇다는 것은 필자도 수긍한다. 하

지만 젠더 대결이라는 방향으로만 보면 오직 인간사에 대한 인간의 행

위와 그 결과에만 주목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

과적 인식을 넘는 민간신앙의 면이 있다. 신앙이라고까지 하지 않더라

도 분명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는 천(天)이라는 것이 엮여있다. 며느리에

게 선악(善惡)의 기표가 없고, 며느리의 고단함에 대한 청중의 공감이 있

으며, 며느리의 고달픔만 말할 뿐 부잣집의 선악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유화(類話)가 많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요컨대, 필자는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천의의 관계망을 

살필 것이고, 그것을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풀어낼 것이다. 

대상 텍스트는 가장 최근에 채록하여 출간한 구비문학자료인 증편 

 3) 심민호의 경우 여성이 나오는 풍수설화 유형을 함께 살피면서 거기에 담긴 

남성의 시각을 설명해 내었다. 장장식은 풍수설화에 나타난 금기의 문제를 

여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이 유형을 함께 언급하였다. (심민호, ｢풍수설

화에 나타난 여성인물 고찰-남성의 시각으로 재단된 여성들｣,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71-198쪽.;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연구, 민속원, 

1995, 94-133쪽.)

4) 김영희(2009),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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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비문학대계 1,2차 출판분 18권이다.5)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2차 출판분 18권 중에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는 다음과 같이 

총 14편이다.

① 바위 깨고 손님 끊겨 망한 장자터,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같음. 생

략) 2-12 강원 홍천, 166-168쪽.

② 부처바위 깨고 손님 끊겨 망한 부잣집, 2-12 강원 홍천, 203-204쪽.

③ 바위 깨고 손님 끊겨 망한 전씨네-전씨네(1), 2-12 강원 홍천, 299-303쪽.

④ 고양이산(노적봉) 허리 잘라 망한 부잣집, 2-12 강원 홍천, 444-447쪽.

⑤ 고양이산 꼬리 잘라 망한 홍씨네, 2-12 강원 홍천, 450-452쪽.

⑥ 돌 깨고 손님 끊겨 망한 부잣집, 2-12 강원 홍천, 567-570쪽.

⑦ 며느리가 중에게 부탁해 집안 망하게 한 내력, 1-10 경기 김포, 255-256쪽,

⑧ 손님 많다고 집안 망하게 한 며느리, 1-10 경기 김포, 477-478쪽.

⑨ 오는 손님 막으려다 집안 망하게 한 며느리, 2-11 강원도 정선, 269-272쪽. 

⑩ 거북바위, 2-10 강원도 평창, 446-450쪽. 

⑪ 집에 손님 안 오게 해 달라는 며느리, 4-7 충남 금산, 82-83쪽. 

⑫ 청풍 김씨들이 망한 이야기, 3-5 충북 제천, 388-389쪽. 

⑬ 며느리가 군소리해 망한 집안, 7-20 경북 청송, 59-61쪽. 

⑭ 못 파고 망한 용천사, 7-19 경북 청도, 128-129쪽. 

논의의 이해를 위하여 그 중 하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홍천군 서석면에서 82세의 김학준 제보자가 구술한 것으로, 위의 채록

 5) 1980년대 전국적 구비문학 자료 채록 작업의 결과 한국구비문학대계 83권
이 발간되었으나 미조사지역을 남긴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부터 10년 계획으로 미조사지역의 구비문학자료 채록·DB화·발간 사업을 재

개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연간 10여권 내외의 책이 다시 발간되고 있다. 
김영희는 자신의 논문 뒤편에 2007년까지 나온 자료 중 해당 유형의 이야기

를 모아 목록화 해 놓았다. 마침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가 바로 그 뒤시기

를 이어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유형 자료의 망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자료에 담긴 한국인의 민간신앙 파악이 목적이라 자료를 다 나열할 필요가 

없다. 향후 연구자들이 이용할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김영희가 제시

한 자료 다음 시기의 자료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며느리-단
혈형 부자 패가 설화’ 자료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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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⑥이다.

강원도 어디라고 그래, 그런데 아주 부자가 살았대. 부잔데, 부자가 살으니깐

은 손님이 많겠, 손님이 인제, 많으니깐은 그, 인제, 며느리가 귀찮지. 그저, 자

꾸만 제삿날도 오구, 귀찮으니깐은. 그 손님 세 끼가 하두 지루하니깐은 속으로 

마실했지. 손님이 쫓으면 또 오니, 자기는 부대껏 대접을 해야 하니. 그러니깐, 

아주, 옛날에 맏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야. 종이나 두는 집의 맏며느리는 

말도 고통, 고통도 아주, 참, 힘들거든. 그래 해보니까 그게 영 싫어 죽겠는데, 

‘아유, 우리 집에 손님이 적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깐은, 중이 와서 목탁을 두

드리고서는, “동냥을 달라구.” 하니깐, 나가서 얘기하자면 보니깐, “대사님.” “왜 

그러시오?” “내가 저, 시주를 후하게 드릴 테니깐은, 우리, 저, 딱 한 가지만 소

원을 들어 주시오.” 이러니깐, “뭔데요? 들어 주어야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깐, 

“아휴, 난 아주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아주 지겨워 죽겠네요. 못살겠어요. 대구

(자꾸).” (청중: 대접을 밥을 해. 다 대접해줘야 하니깐은.) 그럼. ”그거, 뭐 밤낮

으로 아주, 도통 앉을 시간도 잘 시간도 없구, 난 아주 일이 고되 죽겠으니깐은 

손님 좀 끊어지게 그것 좀 해주시오.“ 그러니깐은, 집터를 빙 돌다보니, ”아유 

그거야 쉽죠. 뭘, 나 시키는 대로 할 수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임.) 정말 하면 한다.(‘정말 할 수 있냐?’의 뜻임.)“ ”아, 

정한다면 한다구.“ 하며. 아마, 그때 귀한 쌀마 퍼다 주었는가 봐. (청중: 후하게 

줬겠지.) 그러니깐은 그러니깐, 그 중이 이렇게 보더니, “이 돌을 깨내시오.(‘깨

라’는 뜻임)” 깨부신 거야. 요, 요만한 돌, 돌 하나가 있었대. “요, 돌을 꺼내시오. 

그걸 깨내면 삼 년 된상(내에) 집의 손님이 끊어집니다.” 근데 여자가 못 알아들

었단 말이야. 끊어졌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긴데 망한다는 소리는 몰랐단 말이

야. 그러니, 이건 뭐. (청중: 손님 끊어지면 망한다고 그랬지.) 그런깐 뭐, 챙기로 

요만한 돌을 퍽 깨내버리깐은 그놈의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나갔던 소는 

제자리에서 죽고, 남쩍은 나가고,(‘남종은 다 떠나가고’의 뜻임) 아들 죽구, 뭐, 

또 이렇게 하다 망하구. 뭘 이렇게 망하다 보니깐. (청중: 올 사람이 없지.) 뭐, 

손님이 없지. 그 다음엔, 그렇게 망했다구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 근데 요거는 

전설이 아니구 실제로 내려오는 얘기더라구요.6)

나머지 채록본도 대체적인 내용은 위에 인용한 채록본과 같다. 끊은 

 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2 강원 홍천, 566-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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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많아 ‘며느리’가 괴로워했다. ‘시주승’에게 손님이 

끊길 방법을 물었다. 무엇인가를 ‘끊으니’(혹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손님이 끊

기고 집안도 망했다.

사물이 바위인가 식물인가, 끊었을 때 그것에서 피가 났거나 어느 동물

이 떠나갔는가 여부 등만 다르다. 

Ⅱ. 화소 분석을 통해 본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이 유형의 공통점을 모아서, 대표 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따옴표(‘’)를 붙인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화소이다. 이들을 중심

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이 유형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1. 부잣집의 흥망과 며느리 형상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부잣집’이다. 손님의 수와 부의 규모가 반드시 비

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부잣집이라는 것에서 시작한

다. 부자가 아니라도 어떤 이유로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집이 있을 수 

있다. 점집이나 의원집이라든지,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의 집이라도 얼

마든지 손님이 많을 수 있으나, 이 유형에서는 늘 ‘부잣집’에 ‘손님’이 많

은 것으로 나온다. ‘부잣집’이라는 배경이 점집이나 의원집 등으로 바뀐 

적이 없고, 부잣집이라는 배경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없다. 그러므로 ‘부

잣집’은 이 유형의 핵심 화소이다. 또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며느리의 

행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최종적인 사건은 늘 집안이 망하는 것이었다. 

즉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유형은 한 ‘부잣집’이 망하는 내용, 

즉 ‘한 집안의 흥망성쇠 유래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며느리-단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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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패가 설화는 ‘갑자기 변해버린 집안 사정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유하던 집이 갑자기 기울면, 사람들은 그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

졌는가 생각하며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 집안이 망한 이야기 중에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모두 ‘며느리’를 원인으로 삼는다.

왜 며느리일까? 며느리는 남자가 아닌 여자요, 본래 혈연으로 맺어진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그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변인이 생겼다는 

것이므로 그것과 집안의 기움을 연결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외부인에게 

혐의가 씌워질 때 기존 그 부잣집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가세(家勢)의 

쇠락(衰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외부자인 ‘며느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유형은 망한 당대 가문 구성원들의 구구한 변명이

나 책임전가를 위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 외부자인 며느리가 들어

오면서 이전과는 달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면서 집안이 기운 원인을 며

느리에게 전가하고 다른 이들은 그 책임을 피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녀간 젠더 대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김영희

는, 남성 집단이 주로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집단 내 부정적 요소와 패

배 및 몰락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림으로써…‘죄 지은 여성’을 희생양 삼

아 집단 내 결속을 꾀하였다7)고 설명했다. 김영희의 설명처럼, 이 유형

에는 집안 구성원들이 ‘며느리’에게 집안 몰락의 책임을 묻는 형식을 띄

고 있어 며느리에게 희생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며

느리’는 ‘전체 여자’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나오는 

변이도, 딸이 나오는 변이도 없다. 오직 며느리뿐이다. 그러니 남성-여성 

젠더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

라 ‘며느리’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7) 김영희(2009), 앞의 논문, 19쪽.



‘며느리-단혈형 부자 敗家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한 단면  213

그러면 며느리는 어떤 의미일까? 전승 집단의 반성적 의식이 며느리

의 형상화에 입혀져 있다. 첫째, 며느리의 ‘괴로운 처지’가 구연되고, 둘

째, 며느리는 자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점을 보아 그렇다. 

모든 채록본에 공통적으로 부잣집에 손님이 많아 날마다 밥을 해대야 

하는 며느리의 어려움이 먼저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쌀 씻은 물’이 

저 멀리 어디에까지 흘렀다는 묘사가 채록된 이야기마다 나오는데, 이

것은 그 며느리의 수고로움에 대한 전승집단의 동일시의 표현이기도 하

다. 며느리가 ‘손님이 많아 괴로워’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바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다. 그런 의

미에서 이 이야기의 며느리는 악한 사람도 아니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대표자이다. 

악한 의도가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변

이에 며느리가 ‘몰랐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한다. 홍천에서 채록된 이야

기인 ⑥번의 경우, 구연자인 김학준은 

“요 돌을 깨내시오. 그걸 깨내면 삼년 내에 집의 손님은 끊어집니다.” 근데 

여자가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끊어졌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긴데 망한다는 소

리는 몰랐단 말이야. 청중: 손님 끊어지면 망한다고 그랬지.8)

라고 하였다. “근데 여자가 못 알아들었던 말이야”라는 개인의 설명을 

덧붙이며 며느리를 두둔했다.

  며느리의 고달픔을 이해하고 그의 순수한 무지를 인정하면 집안의 망

함에 대해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기존 그 집안에 있던 사

람도, 며느리도 탓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며느리의 비윤리적인 행

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위와 같다. 

  인간이 고달픔을 항상 이길 수는 없고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

 8)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2 강원도 홍천, 567-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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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함, 한 행

동의 결과나 자연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하는 인간 지식의 유한함, 그 인

간의 한계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을 때 결국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 지점에서 이 

유형은 ‘그런 약한 인간들의 안타까운 돌아봄’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 천의(天意)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 담긴다. 

이것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룬다.) 김영희도, 이 유형의 이야기의 변이

를 설명하면서 ‘반복 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여성 탓을 했던 여성들도, 

죄를 전가했던 남성들도 반성하고 이야기를 재맥락화 함으로써 이 비극

의 원인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9) 필자는 실제 그 

‘회의적인 질문’이 결국 천(天)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면이라고 본다.

2. 시주승 화소의 의미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 ‘단혈’로 대표되는 어떤 행위를 알

려주는 사람은 승려, 그 중에서도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승’이다. 이 유

형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이 ‘승려’의 자리를 ‘일반인’이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거지가, 보통 사람이, 과객이, 혹은 풍수쟁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없다. 반드시 시주승만 나온다.  

시주승의 의미는, 다른 이야기 유형과 비교할 때 명확해 진다. 비교할 

것은 ‘장자못 전설’10)이다. 장자못 전설에는,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와 시주승, 집안의 멸망이 함께 드러난다. 비

 9) 김영희(2009), 앞의 논문, 223-234쪽.

 10) 장자못 전설은 성경-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유형이라 

그 세계적 보편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던 유형이

다.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일조각, 1981); 천혜숙, ｢장자못 전설 재고｣, 
뫼 최정여박사송수기념논총 편찬위원회, 민속어문논총(계명대학교출판

부, 1983) 등에서부터 최근까지 이 유형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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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화소가 셋이나 겹치지만 이 둘은 다른 유형이다. 장자못 전설은 한 

집안이 망했다는 상징으로 ‘빈 터’나 ‘못이 되어 버린 집터’가 증거로 남

는다. 반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유형은 그런 지명 증거는 없

고 단혈(斷血)만 나타난다. 

장자못 전설과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는 장자 혹은 가족 중 어떤 사람의 ‘부정적 행위’의 유무에 있다. 장자못 

전설에서 장자는 시주에 ‘인색’한 것은 물론 시주승을 ‘모욕’하기까지 한

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이 징치로서 천둥·벼락을 내리고 집터를 못

으로 만들어버린다. 며느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나 금기에 대한 유

혹을 이기지 못해 돌아봄으로써 돌이 되고 만다. 장자못 전설과는 달리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는 ‘인색함’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며느리나 집주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채록된 변이에 따라 ‘집

주인’이 시주승에게 손님 끊을 방법을 물었다고도 하고 ‘며느리’가 물었

다고도 하지만 어느 변이에도 이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악

한 행위요소가 없다. 단지 손님이 너무 많은 것이 고달파 하소연 삼아 

시주승에게 물은 것뿐이었다. 며느리든 집주인이든 시주하는 데에 주저

하거나 인색하게 내놓지도 않았다. 시주승에게 넉넉하게 드리겠다고 하

는 말이 거의 모든 채록본에 나온다. 그러므로 그 집이 이후 망하게 되

는 결과를 맞았을지라도, 그것이 신적 ‘징치’라고 할 수는 없다.

김영희는 ‘손님이 끊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승의 조언은 베풂의 사

명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부(富)를 편안히 즐기려고만 하는 인간의 탐욕

에 대한 경계와 징벌의 성격을 띤다’11)고 하였다. 장장식도 며느리의 행

동을 금기를 파기하는 행위로 보면서 결국 이것을 욕망의 극대화가 가

져오는 파멸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12) 하지만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는, 장자못 전설에 나오는 장자처럼, 시주승에게 인

11) 김영희(2009), 188쪽.

12) 장장식(1995), 앞의 책, 103-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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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며 못되게 구는, 못된 며느리나 못된 집주인이 없다. 부잣집 가족(며

느리, 주인 등 모든 등장인물)의 ‘고달픔’만 제시될 뿐 시주승이나 방문

객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악행은 전혀 없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평

범한 반응으로서의 ‘하소연’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집안의 망함을 

징치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는 대개 ‘시주를 넉넉히 하였거나, 

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손님 끊을 방법을 묻는다. 

장자터 버덩 그 부자집 주인이가 하도 손님이 많이, 많이 오고 그러니깐, 아

주 구찮아 가지고, 이게, 그 스님을 보고, “동냥을 아, 하튼 많이 줄 테니깐, 손

님 안 오는 방법은 읍냐?” 그러니깐, 가만히 한참을 있더니, “방법이 한 가지 있

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면은 아-, 이, 좋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거야. … 자꾸 

이케 졸라대니깐, 이게, 거, 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주인이) 

알려줘야 된다고 하도, 이, 저이, 이러니깐, 동냥을 훤하게 주쓰고(넉넉히 주고) 

그러니까,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좋지 않은 짓이라고.” 자꾸 그래.13)

이 채록본 뿐만 아니라 다른 채록본에서도 시주를 넉넉히 준다는 표

현이 자주 나온다.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시주승이 당연히 시주자의 소

원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설정이다. 동시에 이후

에 벌어지는 일이 ‘시주를 거부한 인색함’ 때문에 일어나는 벌이 아니라

는 것을 명확히 해 주기도 한다. 

혹자는 시주승이 천기를 누설한 것이라면서 시주승 역시 윤리적 잣대

로 재단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변이에서도 시주

승이 나쁜 일을 당하거나 죽었다거나 하여 천기누설에 대한 징치를 받았

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와 시주승을 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공

모자로 보고 그를 탓하는 구술자는 없었다. 청중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

이나 의견을 보였다고 적은 채록본은 없었다. 구술자도 청중도, 이 유형

은 시주승에게 윤리적 잣대나 직업의식 등을 내세우며 잘잘못을 따지는 

13)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2 강원도 홍천,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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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리적 잣대나 종교적 징치의 개념을 제외하고 시주승의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며느리와 접촉할 수 있는 인

물이라는 의미로 시주승을 설정한 것이다. 시주승이기 때문에 여러 곳

을 다니는 중에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이요, 먹을 것을 시

주하는 문제이기에 쌀을 관리하는 며느리와 만날 수 있었다는 자연스러

운 설정일 뿐이다. 지관도 혈자리를 알지만, 지관과 며느리는 만날 개연

성이 적은 관계이다. 그러므로 혈자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지관이 아닌 

시주승을 등장시킨 것이다.

3. ‘손님’과 ‘끊다’는 것의 의미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의 핵심 화소 중 또 하나가 바로 ‘손님’

이다. 다른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 화소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전북 무주에 살던 허씨네가 농사지을 땅이 두 곳으로 떨어져 수

원(水源)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산을 끊어 둘 사이에 수로를 내었다. 

산을 끊을 때 피가 나오더니 그 후 허씨네가 망했다는 이야기14)가 있다. 

이 이야기 역시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처럼 한 집안이 ‘무엇을 

끊는 것’을 계기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산을 끊을 때 ‘피가 났

다’고 표현하여 수로를 내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을 끊는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냈다. 또 ‘단혈’이 아니라 다

른 원인으로 한 집안이 갑작스레 망한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도 여럿 채

록되어 있다. 예컨대 경북 청송에서 채록된 것 중에는, 한 부잣집이 오

래된 땔감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던 구렁이를 발견하여 그를 태워 죽이

자 그 집이 망했다는 내용의 채록본도 있다.15) 한 집안이 갑자기 망한 

원인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혈을 끊어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나 집

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8 전북 무주, 269-271쪽.

15)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20 경북 청송, 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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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를 죽여서 망했다는 이야기도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들 간의 공통점만 언급한다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도 다른 이야기처럼 ‘자연물, 혈’ 등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는 금기를 일깨우는 이야기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유형들과 

달리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는 망함과 단혈 사이에 ‘손님’의 끊

김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 손님은 말 그대로 ‘오가

는 사람’의 의미로 주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한 집안의 ‘천운’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띤다. 손님의 많음과 집안의 흥함의 연관성에 대한 논

리적인 증거를 다 제시하지 않았어도, ‘이 둘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믿

음만은 굳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록본 ⑪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손님의 많고 적음과 

집지킴이와 그 집안의 흥망’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옛날에 명 잣는 가락이라구 그러지, 뾰족한 창 겉응 기 있어요. 저 집 그 방

이 그걸 빼어다가 싸립문 한 가운데다 팍 꼽아 노믄은 손님이 떨어질 거라구. 

그, 그눔을 메느리가 밤 참 자는 디 가서 팍 꽂았어요. 그라구서는 손님이 끊어

지능 거야, 서서히. 감투도 떨어지구. 그래 그걸 파 보닝까 두꺼비가 있더래요. 

두꺼비가 사람 밟으믄 뿔끈 인나지, 씅 나서. 그래 자꾸 번창하고 하는 걸 두꺼

비 업을 갖다 죽여버링거여. 그랑깨, 스스로 다 망해버린 거여. 그래서 중이 망

해 주, 소원대로 해준 기지, 그 사람 소원대로 이제 비렁 거지가 됭개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그러니 그, 고담이 있어요.16)

손님은 누구나 대문을 통과하여 집안으로 들어온다. 손님이 많다는 것은 

그 문 있는 자리를 밟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구연자는 그 문을 지나는 

땅에 업지킴이의 ‘생명혈’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시주승이 

굳이 ‘사립문 한 가운데’에 뾰족한 것을 꽂으라고 한 것은 업지킴이의 생명

혈을 끊으라는 것이요 그것은 드나듦을 끊는 행위인 것이다.17)

1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4-7 충남 금산, 82-83쪽. 



‘며느리-단혈형 부자 敗家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한 단면  219

이 이야기 안에는 두꺼비의 일어남과 집안의 일어남을 동일시하는 인

식이 내포되어 있다. 출입문이 있는 땅 밑에 두꺼비가 살 리가 없고, 그

래서 드나드는 사람의 발길을 두꺼비가 느낄 리도 없다. 두꺼비의 머리

를 사람이 밟아 자극하면 그 때마다 두꺼비가 성이 나서 일어날 것이라

고 상상하여 그 형상을 연결시킨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두꺼

비가 성이 나 ‘일어남’과 집안 경제의 ‘일어남’, 즉 부유해짐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언어유희이지만 그것을 연관 지어서 ‘손님 많

음=두꺼비 일어남=집안 일어남’을 연결시킨 것이다.

부자의 패망과 손님의 끊김만을 두고 보면, 부자에게 ‘손님접대’는 사

회적 의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벌로 패망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18) 

손님접대는 며느리의 일이기 때문에 ‘며느리’-‘손님 접대’-‘집안의 패망’이

라는 연결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유형에 드는 이야기들에서는 ‘며느

리의 의무 소홀’을 탓하기보다 ‘쌀 뜬 물’이 저 멀리 〇〇리까지 뻗어갈 

정도로 ‘고단하여’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시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무 소홀로 몰 수도 없다. 

Ⅲ.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 드러나는 

민간신앙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는 한 집안의 갑

작스런 몰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 유형으로, 며느리나 시주승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윤리적이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로 

17) 이 이야기에서 ‘업신’에 주목할 경우, 이 이야기를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

가 설화’ 유형이 아니라 ‘업신 이야기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

기에서는 업신 자체가 아니라 ‘그 혈’을 끊은 것과 ‘집안 흥망’을 연결시켰

다는 점에 주목하여,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18) 윤현정, ｢부자 패망담에 담긴 부(富)에 대한 인식 연구｣, 겨레어문학 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173~199쪽 참조.



220  東洋古典硏究 第71輯

규정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손님과 단혈을 집안의 흥망과 연

결시키는 것이 남는데 이 점에 주목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민간신앙적 

인식을 볼 수 있다.

1. 자연물과 인간사의 연결에 대한 믿음

손님이 끊기면 집안이 기운다는 것은 행실규범 혹은 생활규범이라면, 

모든 사물과 식물에도 있는 정령 혹은 혈을 끊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

은 민간신앙이다. 이 설화 유형이야말로 한 가문의 몰락 원인을 인간적

인 규범과 신앙적인 금기 사이에서 찾은 경우이며, 하늘의 복과 인간의 

행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이야기이다. 

‘끊다’는 행위는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의 핵심이다. 단혈을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무정(無情)의 사물 하나를 깨는 행위가 아

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특정 사물을 자르거나 깼을 때 그곳

에서 피가 나거나 어떤 생명체가 떠나가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살

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요, 생명력은 피로 표현된다. 그리

고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有機的)으로 작용하

는 상호작용이 있다. 

채록본 ④에서는 고양이산 허리를 자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렀으며, 

채록본　⑤에서도 고양이산 꼬리를 치니 돌에서 피가 났고, 채록본 ⑩에

서는 거북바위 목을 치니 바위에서 피가 났고, ⑨에서는 바위옷인 담쟁

이덩굴을 자르니 피가 났다고 하였다. 피가 흘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

하며, 이 유형에서는 그것이 곧 집안(의 운)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내었

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흥망도 자연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

이라는 인식까지 보여준다. 

채록본 ⑨에서는 뒷산의 담쟁이덩굴과 부잣집의 패가를 연결하여 말

했다. 특이한 것은 구연자가 설명하면서, 패가 후 한참 만에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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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집터에서 다시 사는데, 그는 그 담쟁이덩굴을 잘 감싸고 보호하면

서 부자가 되었다고 구연하고 있는 점이다. 

망해서 몇 년 있다가 딴 사람이 거다가 집을 지었죠. 집을 지어가 있는데, 그 

집이 그래 잘 되고 여량에도 집이 있고, 그 이규만 씨가 그래 잘되고 있었습니

다. … 그래 잘 짓고 있는데, 시방에는 거다가 끊기는 카시는, 그 뭐이 끊을까

봐, 거다 갖다가 천을 뭔 문창호지 뭐 천 이런 걸 갔다가 울긋불긋하게 거다 갖

다가 되러 귀신 보따리 위에 놨죠, 거다. (조사자: 어, 바우옷, 바우옷에다가?) 

예, 거다가, 뭐이 그 빌까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19)

폐허가 된 그 빈 터에 새로 온 사람은 다시는 누구도 그 담쟁이덩굴

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뭔가 씌워놓았다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입주자는 

담쟁이덩굴의 훼손과 그 집터 이전 주인의 흥망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에게나, 

이 사실을 연결시켜 구연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이미 이 담쟁이덩굴과 

그 터에 사는 사람의 흥망이 연결된다는 것은 이미 ‘굳건한 신앙’이 되

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상반되는 두 가지가 대조되면 그 대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부각된다. 이전 집주인의 망함과 새 입주자의 흥함을 ‘담

쟁이덩굴’의 훼손과 보존의 결과라 함으로써 ‘담쟁이덩굴’의 신이한 생명

력과 인간사의 연결고리 인식을 곤고히 하는 것이다. 

사실 풍수지리설이 바로 이런 인식의 틀을 정리한 것이다. 신월균의 

정리를 옮기자면, ‘풍수지리설에서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 물질

을 기(氣)로 본다. 원래 기란 인간의 숨을 의미하는 말인데 땅 속에도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는 것이다. … 천지간에 흐르는 기가 특정한 

공간의 지맥을 통해서 인간의 행·불행에 깊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풍

수지리설의 원리’20)이다. 자연에도 살아 있는 기가 있다는 것, 자연사와 

인간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형에 잘 형상화된 것

19)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1 강원도 정선, 269-272쪽.

20) 신월균, ｢풍수지리사상｣,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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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금기, 하나의 신앙처럼 믿어지고 전파되었

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혈의 흐름과 한 집안의 흥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손님의 출입 문제까지 연결시켰다. 셋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내포

되어 있는 것이다. 그 흐름, 교류에 따를 때와 역행할 때 어떻게 바뀌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다. 주인과 손님으로 표현되는 ‘사람과 사

람’ 사이의 교류, 한 가문과 혈을 지닌 자연물로 표현되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교류, 보존됨과 끊김으로 표현되는 ‘기(氣)의 운행’, 이 모든 것이 

교류의 차원이다. 그 교류, 그 소통, 그 운행, 흐름이 원활할 때 인간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모인 곳은 그 기운이 모이는 곳이요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 그

곳에 흥함이 찾아온다. ‘손님’은 운, 기의 상징이다. 자연의 기운이 모인 

곳을 명당이라 한다. ‘기운이 모인 곳’이 좋은 곳이라는 원리는 묫자리뿐

만 아니라 집자리에도 해당이 된다. 천지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 명당이

듯, 손님이 모이니 집안이 명당이 되는 셈이다. 사람과 자연의 원활한 

소통, 인간과 자연의 연합이 운수의 차오름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 사이

에서건 자연 속에서건, 혹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건 그 흐름이 끊기는 

것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

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는 갑작스레 일어난 부잣집의 철저

한 몰락이라는 현상에 당혹한 인간이 그 문제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몸

부림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를 구연한 집단은 ‘인간사와 자연사

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과 정령(신령)이 서로 잘 교류하고 소통할 때 

만사가 잘 되게 되어 결국 인간이 복을 받고 가문이 흥하게 된다’는 믿

음을 갖고 있음이 잘 드러난 것이다. 

2. 부의 흐름을 둘러싼 천의(天意)의 인식 문제

이 이야기를 인간사와 자연사의 연결과 끊김으로 읽는 것은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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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금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흐름’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시주승’과 ‘부잣집’의 흥망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때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된다.

앞의 논의를 통해서, 구술자들이 반복해서 그 집과 며느리의 ‘고단함’

을 강조하고 있는 점, 단혈이 가져올 일을 알지 못했음을 강조했다는 것

을 말하였다. 그래서 결국 패가를 두고 며느리를 탓할 수도 집안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인간이 고달픔을 항상 이길 수

는 없고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함, 한 행동의 결과나 자연의 원

리를 다 알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의 한계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체험하는 것, 이야기의 의미는 바로 이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지점에서 이 유형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돌아봄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그 부잣집의 망함은 어쩔 수 없는 신적인 영역, 즉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시주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며느리이든 

집주인이든 시주승에게 시주를 넉넉히 할 뿐 그를 해한 일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에서는 며느리에게든 집주

인에게든 ‘비윤리적’이라는 의미 기표가 없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래서 

시주승에게 ‘징치’의 집행자라는 의미를 씌울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 

설화에서는, 승려가 직접 그 집에 벼락을 내린다거나 가족을 죽인다거

나 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대로 ①에서는 시주승이 매우 갈등하면서, 

여러 번 주인에게 경고한다.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지

만 집주인이 ‘강청’하므로 마지못해 알려준다. 며느리와 똑같이 ‘외부인’

인 시주승이, 며느리와 공모하여 한 집안을 해한 이야기라고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이형 중에 며느리가 아닌 ‘집주인’이 나오는 경우도 똑같

이 그 사람이 시주승에게 깊이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시주

승의 함의를 ‘악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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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승은 며느리 같은 여인과도 접촉이 가능하고 집안까지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다. 여인과의 접촉 가능성뿐이라면 방물장수나 매파(媒婆) 

등도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 ‘혈자리를 끊는’ 행위만이 필요하다

면 지관(地官)이 나와도 된다. 하지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

에 늘 시주승이 나온다.

시주승이라는 화소의 의미는 ‘천의(神意)에 대한 앎’이라고 정리할 만

하다. 승려라고 하면 일반인과 비교할 때 종교적인 ‘신이성’을 내포한다. 

민중들은 승려를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민속신

앙과 관련된 <당금애기> 같은 서사무가에서 시주승은 지고신적 존재로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시주승은 ‘지고신적 존재’ 자체로 

드러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윤리/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평가하

거나 징치하는 인물도 아니다. 다만 인간의 하소연을 듣고 돕는 역할만 

하고 있다. 신 자체는 아니되 신의 뜻을 알고 수행하는 중간자적인 인물

로 드러난다. 

시주승의 지식과 행위는 ‘천기, 천지운수’에 대한 초월적 지식과 그 수

행을 내포한다. 장자못 전설에서는 그 초월적 능력으로 징치를 하는 신

적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시주승이었다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

가 설화에서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앎’을 가지고 하늘이 정한 그 

어떤 흐름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인과 달리 

종교적 인물이기에 승은 천의(天意), 천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인물로 의

미지워진다. 그래서 이후 발생할 일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천지의 정해진 운수라면 예정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 

것이다. 

사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시주승이 아니다. 좋지 않다고 경

고했음에도 ‘강청’, 즉 굳이 청하였다는 점에서 주인은 스스로 그 운수

를 결정하고 맞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알려달라는 사람의 태도

를 보면서, 그 집의 운이 흘러갈 때가 되었음을 승려는 알아차리고 그 

하늘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시주승은 운수의 흐름을 보며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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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흐름대로 그 집이 그렇게 가도록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늘 ‘부잣집’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부잣집’이고 발생 사건이 ‘부잣집이 망한 것’이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富)의 이동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라

는 것, 돈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차면 기우는 것

이 세상의 이치요, 부유함의 이치이다. 그래서 이미 부유함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한 사람이 악착 같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부유하게 되

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이

야기도 많다. 

돈의 흐름과 부자의 흥망에 관한 인식은 여러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동
패낙송에, 순흥 지방 황부자가 이웃 선비를 대접하면서 “쌓아두기만 한 

채 흩지 않으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이 재물을 낼 때에 본래 왔다가 

가는 물건으로 했으니 어찌 주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21)라 하면서 ‘재

물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 있다. 유몽인도 “주역의 

효(爻)는 6에 이르면 변하니, 6년 후에 사람의 일도 마땅히 변하는 것이

다. 재물이란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니, 6년 모은 것을 사람이 스스로 

흩지 않으면 하늘이 일부러 흩는다.”22)라고 했다. 여러 설화, 잡록에서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23)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의 배경이 ‘부잣집’이라는 것, 그 집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려가 단혈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려준

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연결된다고 본다. 신이한 능력을 지닌 승려

21) 東稗洛誦』上: 主翁曰, “多積不散, 亦將何爲耶. 然而天生財産, 固是適來適去
之物, 幾何而不易主耶.”

22) 柳夢寅, 於于野談, 사회편: 范蠡十九年之間, 三致千金而三散之者, 何耶? 易
之爻至六而變, 六年之後, 人事當變. 財者衆之所欲也, 六年之聚, 人自不散, 則
天故散之.

23) 서신혜,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

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129~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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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수의 흐름 상 그 부자가 이제 가난해 지고, 그 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시기라는 점을 인지한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에 따라 선악 간 

판단하지 않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다. 며느리의 단혈로 혈기의 흐

름이 ‘끊겼지만’ 사실 그것은 그 집안의 운수가 다하여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있어야만 했던 하나의 도구적 행동이었던 것이다. 

운수가 다른 집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시점임을 알아차릴 만한 신이성

을 가진 시주승이 그 흐름대로 천기가 흘러가게 하는 보조역할을 수행

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부자든 며느리이든 시주승이든 그런 천기의 흐름 가운데 살

고 있고, 그 과정에서 흥하고 패하는 결과를 맞으며 사는 것임을 제시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이다. 인간이 누구를 탓하려 해도 탓할 수 없는, 

피하려 해도 어쩌다 피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 바로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천의이다. 인간 행위의 잘잘못 그 이상에 있는 

천의(天意)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삶이라는 인식을 이 유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고차원의 종교가 내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덜 체계화된 민간신앙은 대개 그런 내세에 대한 관심 보다는 현실의 문

제를 해결하고 현세에 복을 받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

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간중심으로 생각하

고 현세의 복 위주로 생각한 것이 여러 구비문학에 드러난다. 며느리-단

혈형 부자 패가 설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서론에서 필자는, 기존 연구가 이 며느리-단혈형 부자 패가 설화를 가

문 몰락의 책임을 두고 남성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젠더 간 다툼

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며느리의 탓으로 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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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며 오히려 운수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

하며,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특히 민간신앙의 면에

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본문에서 제시하고 분석한 대로, 이 이야기에는 

인간사와 자연물을 하나로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

기도 하고,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천의(天意)가 있다는 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손님 접대하는 이의 고달픔에 대해 동질의 감정을 느끼며 

‘부잣집’, ‘며느리’, ‘시주승’ 등의 의미에 천착하였을 때, 이 설화 유형에

는 천지와 인간사의 운수가 돌고 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드러나

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간사는 곧 자연사이며, 땅 속 일이 땅 위 일이

고, 천지의 기의 흐름이 곧 인간의 명운의 흐름이다. 자연과 인간사의 

진행에서 드러나는 신이함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연결시키려는 믿음이 

이 유형에 드러났다. 이런 것들은 한국인의 민간신앙의 한 일면으로 지

적될 만한 것이다.

◇ 논문접수일: 18.06.03 / 심사완료일: 18.06.23 / 게재확정일: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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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s’ Folk Religions Concealed in a Oral Literary Tradition of “The 

story of ruining one's family by Daughter-in-law’s 
Cutting-Condemnation(斷血)” / Seo, Shinhye

This article proceeds to scrutinizing a oral tradition called the story of ruining 

one’s family by daughter-in-law’s cutting-condemnation conducive to any 

estimation of Koreans’ religious mentality. This oral tradition begins with  

mischievous behaviors of daughter-in-law. She cut away any materials, which a 

vagabond monk of Buddhism identified as a source of solacing numberless 

visitors to her house. Tired of serving all the visitors, she cut away the material. 

It caused her parents-in-law’s house to be collapsed. At a first glance, the 

daughter-in-law appears to be blamed for the collapse. Interestingly, no one 

cannot be blamed for the misfortune. A face value of the text does not show 

that the fate of misfortune comes from any ethical misconduct and its posterior 

mishandling. Behind this oral tradition, by the way, lies the consciousness that 

relates misfortune with a ceremony of cutting away any unique material; cutting 

away any material, cutting away the trend of coming visitors, and cutting away 

the mood of prosperity becomes identical. The thematic mentality of the text 

reveals a religious consciousness of seeing human beings’ life to be identical with 

nature. This oral tradition must hav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Key words: “The story of ruining one's family by Daughter-in-law’s Cutting- 

Condemnation(斷血), Koreans’ Folk Religions, thematic mentality, 

ruining one´s family, cutting away the trend of coming visi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