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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종손과 종부는 종택을 지키면서 시조 때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가문의 전통과 가
치를 계승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여성의 역할과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던 전통사회에서, 종부는 여성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남녀 차별 없이 종손과 함
께 가문의 리더로서 문중 성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문중을 이끌었다.
이러한 종부의 생애사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여, 여성 리더로서의 주체적인 역할과 삶을 회고함으로써, 전
통생활과 정신문화를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과 요인을 발견한다는 점에
서 매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종가의 종녀로 태어나 성장하고, 종손과 혼인하여 종
부가 된 경북 안동의 명문 종가인 진성이씨 노송정 18대 종부를 생애사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통해 종부의 생애사를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여, 가족정신문화에 대한 실천적 의의와 종부로서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이
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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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가(宗家)는 시조로부터 종자로 계승되어 온 부계 혈연을 일정한 체
계 속에서 안정되게 운영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맏집이다. 조선시대부
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는 우리나라의 종가는 전국적으로 800여
개에 이른다(임현철, 2011). 하지만,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종손
종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종가의 위상과 가치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으
며, 일부 종가는 경제적인 토대가 뒷받침되지 못해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일부 종가
의 종손과 종부는 여전히 종가(宗家)를 지키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
여 집안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800여개의 종가 중 경상북도에 240여
개로 가장 많은 수의 종가가 위치해 있으며, 이 중 안동에 50개가 있다(경
주신문, 2016). 안동에는 조선시대 반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교문화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 우리나라의 대표 명문 종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종가의 살림
을 총괄하는 이가 종부이다. 종부는 종가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봉제사(奉祭祀)1)와 접빈객(接賓客)2)’이라는 제도적 장
1) 봉제사(奉祭祀)는 조상의 존재를 기억하고 생시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
로, 실제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가사람들에게 제사는 사후봉양(死後奉養)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의식이다. 출계집단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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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상을 위한 확대된 제사의 제도화는 후손에게 엄청난 위세를 부여했고, 그들의 신
분과 힘을 지역에 항구적으로 고착시겼다(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김우
영 문옥표 옮김, 조상의 눈 아래에서: 한국의 친족, 신분 그리고 지역성, 너머북스,
2018). 제사음식의 준비는 극도의 정결함을 요하는 또 다른 책무였다. 종부(宗婦)는 노
비의 도움을 되도록 피했다. 남편들은 검약을 권했지만, 여성들은 구색을 갖춘 화려한
상을 차리는데 자부심을 느꼈고, 이웃과 경쟁하기 위해 빚을 얻기도 했다고 한다(같은
책).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에서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하며 조심하는 것이
으뜸이니, 제수를 장만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중략) 음식을 많이 장만하면 자연히 불
결하니 쓸 만큼 장만하고, 다음 제사에 부족할 것 같으면 일 년 동안 제수로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다음 제사에 궐제(闕祭)를 아니하게 하고, 풍성하고 박한 것이 너무 뚜렷이 다
르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머리를 빗고 목욕을 하되 추운 겨울이라도 그만두지 말
고, 기제사에 빛깔이 있는 옷을 입지 말고, 손톱 발톱을 잘 깎고 정결하게 하면 신명이
흠향하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렇게 아니하면 재화가 있을 것이다. 남의 제사를 차려보
내거나 아버지의 친구에게 치전(致奠)을 장만할 때도 다 내 집 제사같이 할 것이다. 남
에게 가는 것이라고 하여 정결하지 않게 하면 심덕(心德)에 해롭고 복이 손상하니 부디
조심하라.’고 하였다(송시열, 김종권 역주, 내훈 계녀서, 명문당, 1998).
2) 접빈객(接賓客)은 사족 가구가 지켜야만 했던 또 다른 관례였다. 종가에서는 낯선 사
람을 대접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손님을 박대하는 것은 사대부가의 예의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가문의 방문자들을 통해
서 정보를 입수하고, 가문의 평판도 형성되었다. 그것은 손님에게 간단한 음식과 담배
를 접대하는 것에서부터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통신이 전
적으로 사람의 물리적 이동에 의존했다. 따라서 정보와 귀중품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상호교류는 경제적 타산을 초월하는 중대한 일이었다. 친척이든 친구이든 하찮은 노
비이든, 손님은 언제나 융숭한 대접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금욕적으로 생활한
다 하더라도, 사족은 자신이 가진 자원의 중요한 일부를 관습적인 접빈객에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김우영 문옥표 옮김, 조상의 눈 아래에서: 한국의 친족, 신분 그리고 지역
성, 너머북스, 2018).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는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먼 데 친척이 아니면 남편의 벗이나 사족의 벗일 것이니, 음식을 잘 마련
하여 대접하고, 실과나 술이나 있는 대로 대접하되 손님이 잘 먹지 못하게 해도 박대
요, 남편이 출타하였을 때 하인을 시켜 만류하지 않는 것도 박대니, 이럴 때는 일가 사
람을 청하여 주인 노릇하게 하고, 일가 사람이 없으면 마을 집에 주인을 잡아주고 잘
대접하여 보내어라. 한 번 두 번 박대하면 그 손님은 아니 오고, 또 다른 손님들도 아니
올 것이다. 손님이 아니 오면 가문이 자연히 무식하고 남편과 자식이 밖에 나가서 주
인 노릇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니, 부디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라. 옛 부인은 다리(여자의
머리숱을 많이 보이게 하려고 덧 넣는 다른 머리)를 팔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짚자리
를 썰어서 그 말을 먹였다. 요사이의 부인들은 손님이 왔다고 하면 남편을 지천(까닭
없이 남을 꾸짖거나 탓하는 것)하고 남편이나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먹었다고 하면 그
것을 기뻐하니 부디 명심하고 경계하여 잘 대접하라. 요즘 인심이 부유하고 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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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서 종가의 위상과 품격을 유지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종부의 지위는 종손이라는 종가의 적장자와 혼인함으로써 얻어
지는 획득지위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종부는 주로
가문 간의 격을 맞춘 연줄혼 중복혼3)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명문가
의 종녀와 혼인함으로써 명문가의 문화와 규범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고
가문을 격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부
의 삶은 가문을 위해 희생하며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폐쇄적인 사회의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많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는 종부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구
조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였고,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은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김세서리아, 2017; 이숙인, 1999). 그러나 종부는 전통
사회에서도 교육을 받은 여중군자(女中君子)로서 때로는 기울어가는 가
문을 부활시키는 안주인으로, 남편과 협력하여 가문을 수호하고 발전시
키는 협력자로서 정신문화를 지키는 우리시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종부는 종손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파트너이며, 가
문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가문을 떠받치고 문중 성원을 살피고 이끌어
가는 문중의 숨은 리더이다. 이러한 역할로 종부는 남편과 지손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부의 주체적 삶에 대한 연구
이 오면 조심하여 잘 대접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오면 허술하게 대접하니 이는
덕성스럽지 못한 행실이다. 손님은 늙은이와 젊은이는 분간하여 대접할 것이지만, 귀
한 사람과 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부디 분별하지 말아라.’고 하였
다(송시열, 김종권 역주, 내훈 계녀서, 명문당, 1998).
3) 영향력 있는 학자-스승들은 자신들만의 제자를 거느렸고, 사제 간의 의리와 혼인관계
라는 전통을 통해 그들만의 거점을 마련했다. 유명한 동성마을은 도의 경계를 거의 벗
어나지 않는 제한된 혼인 반경 내에 거주하던 소수의 고정된 사족 출계집단과 우선적
으로 배우자를 교환했다. 한정된 수의 친족집단 사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다
중적인 결혼관계는 동성마을을 견고한 인척 연결망으로 엮어주었는데, 이런 유대는
조선 후기에 높은 사회적 신분을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었다(마르티나 도이힐러
(Martina Deuchler), 김우영 문옥표 옮김, 조상의 눈 아래에서: 한국의 친족, 신분 그
리고 지역성, 너머북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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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요인, 조건 및 상황
등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이씨 노송정 18대 종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가에
서 태어나 종부인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종녀가 종부로서의 삶의 경험을
생애사적 맥락으로 분석하여, 가족정신문화에 대한 실천적 의의와 종부
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송정은 퇴계 이황의 조부
인 이계양(1424~1488)의 호이다. 노송정 이계양은 1454년 온계촌(현 경
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 종택을 건립하고 정착하여 진성이씨 온
혜파(眞城李氏 溫惠派)의 입향조가 되었다.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이
계양의 호를 따서 노송정 고택(老松亭 古宅)이라고도 불리며, 정면 7칸,
측면 6칸의

ㅁ자형 안채, 사당, 그리고 독립된 건물인 노송정으로 이루어

져 있고, 안채 중앙에는 퇴계 이황이 출생한 태실이 위치해 있다(국립문
화재연구소, 2005). 노송정 종택은 1985년 10월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6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1월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로 승격되
었다(문화재청, 2019).
본 연구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생애사는 개인의 주체
적 삶에 대하여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이야기로(박성희, 2004), 사
회 속에서 모든 인간의 삶과 적응은 시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 시
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숙 이근무, 2008).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가의 정신문화 지킴이로써 종부의 삶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급변하는 사
회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 종부의 긍정적 삶의 가치관을 살
펴보고자 한다. 생애사가 삶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
는 삶의 이야기(김영천, 2013; Rosenthal, 2008)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종부의 삶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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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가(宗家)에 대한 이해
종(宗)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집(宀)과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대(臺)의
상형을 합친 회의문자(會意文字)로, 조상신을 모신 집, 즉 사당(祠堂)을
뜻한다. 종(宗)의 파생적 의미는 ‘조상(祖上)’을 뜻하거나 조상을 모시는
‘족장(族長)’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종가(宗家)4)는 사당이 있는 집
을 의미한다(최순권, 2001). 종가가 되면 문중의 대표로서 대내외 교섭
및 통솔권이 부여된다. 종가는 조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
다. 먼저, 봉제사와 접빈객이다(이순형, 2000). 즉, 종가란 가문을 대표하
고 상징하는 현조를 중심으로 장자계열로 내려오면서 가문만의 독창적
인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전승해온 경우이다(김미영,
2014). 전통사회에서 종가는 문중의 기둥으로서 종가가 가난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문중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문중 성원들이 십시일반
으로 갹출해 종손(宗孫)5)을 교육시키고 종가에 물질적 보탬을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많은 종가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러
한 경제적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종가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예를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 문중의 맏아들을 종손으로 세우고 집안의 리더
로 삼는다(국립민속박물관, 2014). 종손은 부계 조상과 남계친 후손 사이
의 결정적 매개자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친척들에게 상징적이고도 실질
적인 힘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례적인 차별적 특성이었다. 종손이
4) 17세기를 기점으로 주자가례의 정착과 함께 종법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중핵
인 종가(宗家)는 수가사상(守家思想: 가문의 흥성을 도모하고 유지하려는 사상)으로
종자(宗子)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가문(家門)의 흥성을 중시하는 것
으로 종자의 성취는 학행(學行)을 권하여 선비로서 스스로를 갖추게 하는 일이고 보
학(譜學)을 알게 하여 조상을 알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또 친족과 화목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게 하여 가문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5) 종손(宗孫)은 집안에서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그만큼 다양한 의무도 지켜야 한다. 종
손의 가장 큰 의무는 봉제사와 접빈객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효를 행하며, 손
님을 맞이하면서 타인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 또한 자신과 집안의 대를 이을 종손을
키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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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본계의 맏아들에 의해 대물림 되는 신분으로, 이 신분은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종손의 삶을 조상의 혼을 나타내는 신
주를 모신 사당(가묘)에 얽어맸다(마르티나 도이힐러, 2018).
“대저 종가(宗家)란 무엇이냐 그것이 단지 큰집이라는 말만은 아
닐 것이다. 우리 조상 저 윗대 아득하신 현조 이래로 그 어른의 장자
에 장자로만 이어온, 한 가문의 맏이 집안이 곧 종가니라. 그것이 어
찌 한갓 태어난 순서나 혈통만을 이르는 것이겠느냐. 거기에 깃든 정
신의 골격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종가 한 가문의 맏이로서 그 부형
의 책임을 다하고, 선조의 정신을 바르게 받들어 다음 대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책임을 또 다해야 하느니, 한 가문의 바른 피와 정신의 봉화
불이 종가에서 이어지는 것이다.”(최명희, 1996)

종가는 문중 지손들의 마음의 안식처이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찾
아와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종가이며, 지손들의 회귀본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식처인 것이다.
“종가는 문중의 구심점이야 구심점, 종가가 있으므로 해서 이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종가를 있으므로 해서 모든 지손들이 외지
에 있다가 확 오자나, 자기 부모가 사는 집이 아니라도 큰집이라면서
다 와 우리 큰집이라고, 미국가서 이렇게 있던 사람도 한 번 와보고
싶대. 자기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안 해도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라든지. 그래 미국서 변호사 한다는 사람이 여름에 와가지고 한 오십
될까말까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늘 큰집 가서 제사 지
내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와보고 싶었대, 뭐 한 달 다니러 해서
여기 안와도 되잖아. 구심점이 이리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2) 종부(宗婦)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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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宗婦)는 종가의 맏며느리이다. 전통사회에서 모든 아내들은 결혼
과 동시에 남편의 신분과 지위를 따랐기 때문에, 종부의 신분과 지위는
종법(宗法)에 의해 결정된 획득지위이다. 조선 후기에 가문(家門) 또는
종중(宗中)이라는 가족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가문을 운영하는 여성대표
자로서 종부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종부는 종법적 질서에 의해
부여된 위치 또는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 종부의 역할은 첫째,
집안 영속성의 핵심이자 집안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제사, 둘째, 가문의
품격 유지를 위한 손님 접대, 셋째, 가계 계승을 위해 적자를 생산하는 일
등으로 그 역할이 막중하였다. 또한, 종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종부에
게는 막강한 지위가 부여되었다. 특히, 종부가 적장자를 생산한 경우에
는 그 지위가 더욱 높고 확고해졌다. 종부는 종가를 유지하는 관리자로
서, 중한 책임을 부여 받아 가문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약점을
보완하며 문중의 모범이 되어야 했으며, 더불어 가문을 지탱하는 사람으
로 기대되었다. 문중에서 종부가 맡은 소임은 종손만큼이나 많았고 또
중요하였다(임신애, 2007). 종부에게는 가족 중심의 작은 단위가 아닌 가
문 단위의 가문 중심 사고로 무장하고 가문의 흥망성쇠를 주도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다(이현하, 2001). 최명희(1996)의 혼불에 나타
난 종부의식을 보면,
“내가 만일 종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진즉에 칼을 물고 자진(自
盡)을 했을 것이다. 열녀가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 허나, 내가 그 참담
한 형상 중에도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종부였기
때문이었느니라. 내게는 가문의 뼈대를 맡은, 그 무거운 책임이 있었
던 것이다. 종부는 그냥 아낙이 아니니라.”

종가의 종부가 지켜온 삶과 덕목은 어찌 보면 현대의 삶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 효와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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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가문에 대한 헌신 등은 억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효,
예, 배려 등은 시대적 조류와 무관한 인간의 선한 본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Miles와 Huberman (1994)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유형 중 전형적 사례 선정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였다. 전형적 사례선정이란, 생애사 연구 또는 사례연구에서 연구하고
하는 현상이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불천위 제사를 모시고 있는 종가이며,
둘째, 종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셋째, 자신의 생애 경험을 구술할 수 있는 인지력과 기억력 보유
연구자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안동의 종부들과 고전모임 활
동을 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적합한 생애사 주인공 선정을 의뢰하였다. 지인으로부터 진성이씨 노송
정 18대 종부를 소개 받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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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헌, 미디어 자료, 사진, 신문 스크랩 등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 단계
는 진성이씨 노송정 18대 종부(이하 종부)와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는 2018년 8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1회 당
약 15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종부가 가장 익
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시조부모 및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500년 역사의 노송정 종택에서 진행하였다. 종부는 적극적이고 여유롭
게 인터뷰에 응하였다. 특히, 9월 13일 2차 인터뷰는 라포 형성을 위해
본 연구자가 종택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진행하였다. 10월 16일은 경
북도청 종가포럼에 참석하여 종부로부터 사진과 종가에 대한 자료를 받
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생애사 텍스트는 Mandelbaum(1973)이 생애사 연구를 서술
적 수준이 아니라 분석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분
석틀인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으로
분석하였다. 삶의 영역은 개인의 생애를 삶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전환점은 개인 삶의 전환점 그리고 상호작용 방
식,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은 개인이 어떠한 삶의 형
태를 유지하고 변화 발전시키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주제를 분석하고, 전환점에
서는 종부의 삶의 전환점과 전후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적응에서
는 종부의 고유한 적응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종부가 가문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한 삶의 범주들을 개념
화함으로써, 개인의 시각으로 삶의 전체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수용하
기에 적합한 분석틀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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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
지만, 본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최정숙)가 자신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 특히, 종부의 삶은 종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변천
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을 때, 종부의 삶의
구체성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실명
을 밝히고, 그 외에 비밀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사진 및 문서 자료 등은 본 연
구가 종료된 후 밀봉하여 보관하였다.

4. 연구 결과
1) 연대기순 생애사
종부는 해방 후인 1948년 4월 28일 영천 최씨6) 후손들의 세거지이자
집성촌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에서 1남 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연대기순 생애기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죽헌 최항경(崔恒慶, 1560-1638)은 16세 때인 1575년, 부친인 진사(進仕) 최정(崔淨)
이 성묘차 서울에서 성주에 남하(南下)하였다가 성주에서 득병 객졸(客卒)하니 사우
지분(師友之分)인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도움을 받고 16세 동몽으로 3년 시모를 마
친 후 모부인(母夫人)은 아들에게 “벼슬을 원치 않는다면 서울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도학이 높은 거유 한강 선생을 사사함이 어떠냐?”는 모부인의 권유로 선영 가까이 있
는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에 낙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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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성이씨 노송정 18대 종부의 연대기순 생애기록

<

연도

생애사 기록 내용

1955년

성주 지사국민학교(現 초등학교) 입학

1962년

대구 효성여자중학교 입학

1965년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 입학

1967년

교육 공무원 입사

1973년

친정아버지와 시할아버지 소개로 대구 약전골목 다방에서 맞선

1973년

친정에서 혼례 8일 후 안동 시댁으로 신행 옴

1974년

13위(불천위와 4대 봉사)의 제사 물려받음

1975년

장남 출산

1979년

차남 출산

1978년

대구 대명동에 2층 한옥 구입, 열 세 식구 대가족 생활

1982년

16년 동안 다닌 직장 퇴사

1982년

시할아버지 별세

1984년

시할머니 별세

1986년

길제(차종부에서 종부로 지위 승격)

2004년

첫 손자 태어남

2006년

영진전문대학 졸업

2008년

시어머니 별세

현재

전통문화 계승자(1년 350일이 휴일이라는 노년의 여유로운 삶)

2) 삶의 영역
(1) 종갓집 종녀로서의 삶
종부는 영천 최씨 후손들의 집성촌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에서
1948년 4월 28일 1남 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종부의 친정아버지는
영천 최씨 종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
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도일하였고,
가산을 일구기 위한 약간의 자금을 모은 후 귀국하여 고향에서 양조장을
경영하였다. 당시 양조장은 농경제 사회에서 유일하게 상업 기반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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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친정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재력가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재력을
바탕으로 종부의 친정아버지는 면장도 역임하였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불천위 제사를 모시며, 친척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등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종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종부는 친정어머니
의 이러한 종부로서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성장하였고, 개인의 행복
보다는 가족이나 가문의 행복과 지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 이러한 종부의 종갓집 종녀로서의 삶이 후일 종부의 생활에
그대로 묻어나왔다.
“인동장씨 가문의 5남매 맏이인 어머니는 우리 자매들을 앉혀놓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꼭꼭 집어 일러주시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도리
를 안주인이 어떻게 해야 식구나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를 몸
으로 가르쳐 주셨어. (중략) ‘내 집에 오는 사람 빈 입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를 삶의 철학으로 삼으셨어.”

(2)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삶
종부는 1962년 성주 지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유학을 갔다. 보
수적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종갓집 딸을 객지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허용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선진문물을 접한 친
정아버지는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인습적인 사고를 지닌 것이 아니라 진
취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기에 종부의 대구 유학을 지원할 수 있었다.
덕분에 종부는 대구 효성여중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종부에 따르면, 본인은 중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한
다. 하지만 후일 학적부가 필요하여 모교를 방문했을 때 본인의 생활기
록부에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쓰여 있는 담임교사의 평을 보고 깜짝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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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고 하였다.
종부는 당시 쌀 세말을 내고 대구에서 하숙을 했다. 한말은 방세, 또 한
말은 하숙집 수고비, 마지막 한말은 자기 먹거리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종부는 교육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1967년 6월부터 대구에 소재한 교
육청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공무원으로서의 삶 역시 무난했다. 종부의
회고에 의하면 크게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종부에게 공무원 생활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장이자 경제적 기반을 구
축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종부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생
활은 장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종부는 초등
학교에 입학한 장남의 학업이 지체된 것을 인지한 후에 공무원직을 과감
히 그만두었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공무원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직업
이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1970년대 여성 공무
원은 매우 드문 경우였을 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기 때
문에 가정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후일 종부는 대구에서 2층 주택을
마련하여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는데, 당시 열세 식구 대가족을 부양하면
서도 1980년대 초 대구 중심가에 2층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
로 종부의 월급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가 공무원직을 과감
히 포기한 것은 여성 공직자로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로움
보다는 향후 종가를 이어나갈 자식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서 비롯된 것이다.
(3) 차종부로서의 삶
종부는 대구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시조부님의 소개로 현
재의 남편인 진성이씨 차종손과 맞선을 보았다. 종부는 초등교사 월급으
로 시조부모,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대식구를 부양해야 하고, 일 년에 불
천위 제사와 열세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워
했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다. 종부는 종부로서 어머니의 삶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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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알고 있었기에 혼인을 하지 않
으려고 했다. 하지만 다방 문 앞에서 추위에 두 손을 비비고 있는 친정아
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우리 시조부 76세 연세도 많은데 우리 친정 부친이 선이라도 한
번 보고 안한다케야 안 되나 자꾸자꾸 말만 하면 안 되는데 선이라도
보고 안한다고 해야 안하나. 그럼 그렇게 원이면 선이야 보지. 점심에
나갔어. 점심시간에 인제 공무원을 했는데 내가 선보러 가면서 이래
카니깐 가서 이제 잘보고 오라카라 이래 봤는데 본 역시나 혹시나도
아니고 역시나. 난 그런 집에 가서 해 낼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갖고 내려왔어 2층 다방에서 그 약전골목 2층 다방에서 내려오니
깐 추운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다방 밑에서 젊은 사람들은 얘
기하라 하라고 놔두고 어른들은 내려가 있는데. 그래 내려가니깐 다
방에서 나는 그 집에 갈 자신이 없다 하고 내려왔는데, 친정아버지가
햇볕에다 손을 이리 쪼이면서 손 시려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애연한거야. 나 때문에 저 노인네가 저리 나와 가지고 저렇게 다
방에 앉았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행여나 뭐 좋은 소식이나 내려왔는
데 그러니깐 그래 뭐 어떠트노 하니깐 아, 아버지 말도 하지 마이소 하
면서 이리 오니깐 저쪽에서 76세된 할아버지가 멀리서 안동에서 왔는
데 식사라도 해가 이리 대접해야 되지 않아나. 그니깐 밥 먹고 갈 수
있나카니깐 밥먹고 가자카더라구. 그러니깐 뭐 하도 간곡하니 말씀하
시고 애뜻해니까 그러지뭐 카지 하면서 그 쪽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얌전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안 할거니깐. 밥을 비벼가지
고 슥슥 다 먹었어. 한 그릇 다 먹었어. 다 먹고 들어가니깐 사무실에
서 그래 식사하고 밥 다 먹고 왔다 카니깐 된다 혼인된다 이래는거야.
그래 나는 그 혼인을 할 거 같으면 얌전스레 먹고 이렇게 내숭도 떨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다 먹고 와서. 혼인 된다카니깐 그런 소리 하지 마이
소 하면서 그리 있었는데 나는 안한다라는 얘길 하고 왔으니깐 생각
도 안하고 있으니깐, 한 2주일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래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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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래서 들어가니깐 생각해봤나 이러니깐 생각해보나마나 안한단
카면서 이러니깐 그 사람이 극구 싫더나 그러니깐 극구 싫더나 표현
을 아주 뭐 뱀을 보듯이 싫더나 이리 물어. 그니깐 내가 아무상관 없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자나. 그지. 아버지 뭐 그러키야
할라고 이랬거든. 그게 승낙이야. 상상가요 그게 승낙이라고.”

전술한 바와 같이, 친정아버지는 경북 일대는 물론 전국에서 명망이
높은 진성이씨 종가와 혼인함으로써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
는 바람과 함께 딸이 종부로서 힘들지만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당시에도 남존여비가 강한 전통사회였지만, 종부만큼은 여중군자, 그리
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주재자로 존중을 받았다. 당연히 종부에게는 많은
의무가 따랐지만 존경이 수반되었다. 친정어머니가 종부로서 고단한 삶
을 사는 것을 보고 자란 종부는 종가로 시집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친
정어머니도 그런 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간
곡한 부탁으로 안동 노송정 종가의 차종손인 남편과 대구 시내의 약전골
목에 있는 다방에서 스물다섯 살에 첫 맞선을 보았을 때 탐탁치 않아했
다. 하지만 종부는 친정아버지의 염원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진성이
씨 차종손과 혼인하였다.
종부는 자신의 친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혼례를 치른 후 안동의 시
가에 도착했다. 당시 종부는 차종부로서의 지위였다. 종부의 역할을 해
야 되는 시어머니는 마흔 셋의 나이에 남편을 잃어 집안일에는 무관심했
고 풍류를 좋아했다. 누가 부르면 푸르르 날라 갈 듯이 집에 정을 붙이지
못했다. 당연히 종갓집의 모든 살림은 종부가 맡아야만 했다. 당시 진성
이씨 노송정 종택은 전형적인

ㅁ자형으로 종갓집의 위용은 갖추고 있었

지만,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약했다. 종갓집의 경제적 토대
를 위해 전승되어온 위토는 2천 평 정도에 불과했고, 여기서 나오는 소출
은 쌀 20가마가 안됐다. 그마저 소작인들의 몫을 떼면 1년에 5가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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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았을 뿐이었다. 쌀 5가마와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월급으로 종가
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노송정 종가는 과거의 명망에 비해 많이 쇠락했지만, 종가였기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다. 빈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여부를 물어보면, ‘안
먹어도 된다’는 표현을 했다. 안 먹어도 된다는 표현은 밥을 달라는 완곡
한 표현이다. 당시 펌프가 얼을 까봐 솥마다 물을 받아놓고 일과를 끝내고
자 할 때 손님이 찾아오면 애써 길은 물을 다시 퍼내고 손님을 위해 밥을
지어야 했다. 그래서 종부는 지금도 이 표현을 싫어한다고 했다. 종부의
또 다른 삶은 일찍 남편을 여읜 시어머니와 시조부모님을 모시는 일이었
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시조부님은 도산서원원장을
지낸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유림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했다.
“시아버님이 결혼하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시아버님이 안계시니까 인제 생활 경제적인거나 뭐 일이나 이 양
반이 다 책임져야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대구 갈 것이고, 또 여기
그 땐 굉장히 어려웠어 생활이 힘들고 하니깐, 니가 지내는게 낫다 해
갖고 제사를 싸가지고 오셨어 아무런 상의도 사전 그거도 없이 그래
웃었어. 그 성내면 우야노 어른이 그 카신데 웃으니까 나중에 제사 갖

… 그래 하는건 하는데 시조부

다 주고 하니깐 아가 그렇게 좋아하데

님께서 내일이 제사라면은 어제쯤 오시는거야. 어제쯤 오셔갖고 방
을 하나 차지해가 있으니까 그 11평 아파트 방이 두갠데 방을 하나 차
지해갖고 낼 지내고 또 한 이틀 있다 가셔. 제사가 일 년에 열세 번이
었어 그 때. 열세 번. 얼마나 자주 오셨겠어.”

(4) 6년 소복 그리고 길제(吉祭)
종부는 1982년 시조부가 90세로 별세하고, 3년 상 마지막 달을 앞두고
시조모가 별세했다. 2008년 시어머니가 별세했다. 종부는 6년간 소복을
입고 생활하였다.
진성이씨 노송정(老松亭) 18대 종부의 주체적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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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부 3년상이 2월 초하룻날 삼년상이 끝날건데 정월 열여드레
날 시조모가 돌아가셨어. 그니까 내 6년을 흰옷을 입은거야. 그 때는
흰 옷을 다 입고 다녔어요. 그래 아 초등학교 댕기는데 따라가면 흰옷
을 또 겨울옷 봄 옷 철철이 안해 입고 데드롱인가 그걸 가지고 봄, 여
름, 가을, 겨울 입어가지고, 감 이파리같아. 퍼득거리하니. 여름엔 덥
고 겨울엔 춥고 그걸 입고 학교도 가고 촌에도 오고 아도 업고 그래
있다가. 치마저고리를. 그래 입고 있다가 흰 옷을 벗고 유색옷을 입으
라하니 너무 어색하데.”

종부는 시조부 별세 때 조문 온 친정아버지가 명문 종가의 사돈이라는
지위로 인해 상객 대접을 받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9일 장례를 하는데, 인제 뭐 이웃의 다
방이 우리가 6남매고 우리 웃대가 7남매고 그 웃대가 7남매고 이러니
깐 사돈이 많자나. 사돈이 많으니까 이집이 다 안 되고 숙식이 다 안
되고 딴 집에 이래 있는데 거기 그 이제 거기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 빽으로 제일 상대접을 받은거지 그래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어디
가면 막 밥내고 상석에 앉고. (중략) 이 혼인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업
그레이드 됐어. 그런면에서 효도를 좀 했는 편이야.”

그리고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23년간 수발하고 떠
나보냈다. 시어머니는 임종에 앞서네가 내 며느리라 행복했다는 말
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종부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인정인 동시
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화해이기도 하다. 보통의 반가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지만 종가에서만큼은 권력의 수직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자 관계이다. 이런 점에서 종부는 자신의 며느리이자 차종부에게 노송정
종택의 동창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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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아, 너는 나와 어떤 의미로 보면 동창생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진성 이씨 노송정 가문의 종부로서 30년 전후로 너와 내
가 입학하고 지금 몇 년 겹친 현실에서 선후배로 유세 떨다, 나 떠나
고 나면 지금 내 위치에 네가 서 있을 생각하니 만감이 가슴을 휘 누
비는구나. 우리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답고, 나답도록 태
산 같은 자긍심을 갖자구나.”

1986년 길제(吉祭)7)를 올린 후 종부의 지위를 계승했다.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었지만, 남편이 없었기에 종부가 될 수 없고 한 대(代)를 건너뛰
어 차종부에서 종부로 승격했다. 종부가 된다는 것은 종가의 지킴이와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만만치가 않다.
혼인을 하고 이런저런 가풍을 배우고 난 다음 길사(吉祀)라는 통과의례
를 거쳐야 진짜 종부가 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14). 길제(吉祭) 때 종부
가 입게 되는 원삼이나 활옷, 족두리는 상징으로서 종부의 헌신에 대한
문중의 보답이기에 통상적으로는 문중에서 마련한다. 집안 어른 수의로
해 놓은 원삼을 입혔다는 것은 문중과 종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혼수 마련 때도 드러났다.
보통 혼수는 시어머니가 마련하는데 시할아버지가 종부와 함께 준비했
다. 당시의 혼수 물목기에는 미수(未收) 품목이 많았다고 한다. 종부는 길
제 의례에 새로 원삼과 족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 섭섭함보다는 자신의
수의로 준비해둔 원삼을 선뜻 내어준 집안 어른에 대한 감사와 수의인
원삼에 무엇이 묻을까 봐 걱정을 했다.
“종부가 되는게 뭔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마음을 미편해
7) 길제는 일종의 ‘종손과 종부의 취임식’이기 때문에 이 때 종부가 최고의 예복인 활옷
이나 원삼을 입는다. 이 옷은 원래 공주나 옹주의 대례복으로 서민들의 혼례복으로도
사용하였다. 종부가 길제 때 활옷을 입는 이유로 새로운 종부 취임식의 주인공으로 가
장 화려하게 보이기 위함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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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어. 미편해 하시더라고. 그래 머리도 이래 큰머리하고 이러는데,
큰머리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젊었을 때 40도 안
되서 했으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주선해주셔야 되자나. 전연 그래. 이
웃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스타킹 이런거 갖고 와서 이래해주고. 원
삼은 그 웃토계에 해제아주매 저승옷을 빌려왔어

○○이

8)

할머니. 그

냥 그거 뭐 그걸 쉽게 내줬어 배리면 우야노.”

(5) 어머니로서의 삶
본격적인 종부는 길제를 올리고 시작했지만 노송정 종부는 혼인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부였다. 종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학습이 지체된 것을
알고 16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종부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삶, 커
리어 우먼으로서의 삶 보다는 종부의 의무인 자녀 교육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종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직접 가르쳤다. 장남은 후일 명
문대를 조기 졸업하고 29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학계의 인재로 성
장했다. 차남도 지금 포항공대에 재직하고 있다.
“근데 직장을 언제 그만뒀냐하면 큰애가 초등학교를 드갔을 때
3월 2일 따라갔거든 입학식에. 가니깐 선생님이 이 반 되는데가 글씨
를 빡빡하게 써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우리애가 못 들었
어요. 쇼크받았어. 이러다가 아 등신 맨들겠다. (중략) 나중에 보니 우
유 받아 먹을 사람 신청하라는 이런 말인데. 해마다 시집보내야 되고
장가보내야되고. 도저히 그래도 이 아이땜에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뒀어. 그래도 후임이 와야되고 6월까지 댕겼다니깐 댕기면서 고
생고생하다가 하니 아들 받아쓰기를 빵점도 맞아오고 20점도 맞아오
고 기도안차 기도안차. 그게 2학년까지 가더라고 이래. 받아쓰기 싸
움하는데. 지금은 그 때 우리 배울 때 가지, 아기 뭐 이런거 나오는데
8) 퇴계 이황 종택의 차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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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 배울 때는 푸른 하늘 어렵자나 글자가. 그것부터 나와가지고 푸
른 하늘 그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거야. 그거를 가르치는데 20점, 50
점 탈피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

(6) 전통문화 계승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
종부는 안동지역의 종부 모임의 회장도 하고, 박약회 회장도 했다. 또
내방가사 모임과 종가 음식 모임인 정미회 등에서 활동하며 종가의 내림
음식 교육과 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가치를 존중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성향은 특히 노송정 종가에 내려오는 모든 문집류와 유물을 국
학진흥원에 위탁할 때 잘 드러난다. 당시 종가에는 많은 유물이 있었지
만 도둑을 맞기도 하였다. 남은 문집류와 유물은 이사할 때마다 박스에
싸서 보관했지만 개인의 보관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종부는 오랜
기간 남편인 종손을 설득해서 국학진흥원에 위탁했다. 종부는 고어체로
쓰여진 문헌들을 국학진흥원에서 현대 언어로 알 수 있게 해주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3) 삶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은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는 사건
이나 정서, 그리고 이주 등을 포함한다. 전환점 분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전후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조건
에는 사회적 조건, 가족적 조건, 개인적 조건이 포함되고 있고, 이를 통해
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종부의 삶의 전환점은 굉장히 다채롭고

① 대구유학시절, ② 차종손과의 혼인, ③전 가족의 대구 이주와
직장 퇴사, ④길제(吉祭)후 종부로서의 삶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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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유학과 공무원 입문
종부의 대구 유학은 어머니의 권유와 아버지의 선구적 안목이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된다. 종부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종부의 삶을 살았고, 이
러한 종부의 삶을 거부하거나 억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종녀로서
종부의 삶을 살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든 여성에게도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했고, 유학을 권유했다. 교육을 통해서 입신하는 것을 경
험한 아버지는 딸에게도 입신의 경험을 주고자 대도시로 유학을 시켰다.
이런 대도시는 종부로 하여금 세상에 눈 뜨게 했고 보다 넓은 세상을 바
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웠다.
“방 세 얻어 갖고 자취를 하는 것만 해도 유학인데 밥을 못해먹었
어 못해먹으니깐 하숙을 시켰어 그 때는 쌀 세 말을 주고 하숙을 했어.
한 말은 내 양식이고 한 말은 수고비고 한 말은 방값이고 뭐 이런 계
산을 했어. 그런 계산을 해서 쌀 서말을 주고 하튼 하숙을 시켰어. 1학
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대구를 처음 갔어. 차가 얼
마나 왔다갔다 했는지 우리 엄마가 내가 차를 보고 막 겁을 내니깐 차
도 사람을 본다 야야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역시 일본 생활 경험이 있었기에,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현대적 사고를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손이었지만 도일하
여 일본에서 상업 경영을 배운 이력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종부는 대구
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 공무
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 생활은 종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이룬 계기인 동시에, 후일 살림 기반을 갖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
해 출발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군가산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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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현역을 필한 남성들은 5점 이상을 더 부여 받았다. 여성으로서 공무
원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지녀야만 했다. 종부는 중 고등
학교 시절 그다지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고 평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뜻을 둔 후 집안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집에 내려
와도 가사일을 시키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종부의 대구 유학과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입문은 자신의 의
지와 노력 못지않게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종갓집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열린 사고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쳐 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 년을 놀았자나. 반
년을 놀면서도 집에 와서 촌에 항상 일이 많자나.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짓고 이래. 일해라 안카고 공부한다고 인정해주고.”

종부의 대구 유학과 공무원 입문 시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인자
중하며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형성과 중요한 삶의 전환점
이 되었다.
(2) 차종손과의 혼인
종부는 교육 공무원 시절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여성의 삶을 꿈꾸었다.
차종손과 혼인하여 종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의 계획에 없었다. 하지
만 삶의 영역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경북의 명망 있는 종가의 차종손과
혼인하게 되었다. 결혼은 종부에게 있어 가장 큰 생애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로서의 영광과 질곡의 삶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종
부의 결혼에는 경북 명문가와 혼맥을 맺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정과 노력
이 배어 있다. 종부는 현재의 남편과 맞선을 보았으나, 초등학교 교사로
서 어머니, 조부모, 5남매를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과, 종부로의 삶에 회
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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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북지역의 명망 있는 종가와 혼인으로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집
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조선시대는 물론 당시
만 해도 반가들은 혼인을 통해서 가문을 발전시켰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명망을 얻었다. 왕실과 종가가 중복혼 연줄혼이 많은 이유가 정략혼인이
라고 할 수 없지만, 혼맥을 기반으로 한 가격(家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의 아버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양조장을 경영하
였고, 본인의 남동생을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질 정도의
재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학문이나 인지도면에서는 노송정 종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위의 언니들은 맏이로 안보냈어요. 맏이로 안보냈는데, 그래 맏
이로 안보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삼촌이 막내 삼촌이 많이
똑똑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남매인데 막내 삼촌이 뭐
업고등학교 나와서

○○농

○○대를 나오고 그 ○○시 교육감을 하신 분이야.

○○시 교육감. 그 때 민선이 아니고 관선을 했을 때. 그래 엄청 똑똑
해가 교육감하셨지만, 그 전에는 많이 똑똑하니깐 국회의원을 시키겠
다. 그 문중에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 국회의원 하나 내 보내야
한다. 그리하고 국회의원은 선거권이 그 구내에만 있자나, 성주 구내
에만 있으니깐 우리 언니들 고모들 군(郡)으로 다 시집 보낸거야. 멀
리 안보내고, 그랬는데 삼촌이 나는 정치는 안한다. 그래 접고나서 그
래가 나를 시집을 이리 멀리 보낸거야. 성주군에서는 포기하고.”

종부는 차종손과의 혼인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시, 추운 날 두 손을 비
비며 그렇게도 싫으냐는 아버지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혼인을 수
락했다. 종부의 선택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수동적이고 자포자기
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녀로서 종부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못지않게 긍정적인 기억이 더 많았기에 혼인을 수락했다
고 할 수 있다.

174

로컬리티 인문학 21

“여하튼 3년을 끌었어. 근데 하도 카니깐 우리 시조부 연세도 76세
연세도 많고 우리 친정부친이 선이라도 한 번 보고 안한다케야 안 되
나 자꾸자꾸 말만 하면 안 되는데 선이라도 보고 안한다고 해야 안하
나. 그럼 그렇게 원이면 선이야 보지 점심시간에 나갔어. 이래봤는데
역시나 혹시나도 아니고 역시나. 난 그런 집에 가서 해 낼 자신도 없
고 할 생각도 없다. (중략) 한 이주일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
래 성주로. 그래서 들어가니깐 생각해봤나 이러니깐 생각해보나마나
안한다카면서 이러니깐 그 사람이 극구 싫더나 표현을 아주 뱀 보듯
이 싫더나 이리 물어. 그니깐 내가 아무상관 없는 사람을 그래까지 폄
하할 필요는 없잔나. 그지 아버지 뭐 그러키야할라고 이랬거든. 그게
승낙이야 상상가요. (중략) 얼마 있어 한 달쯤 있어 울산에 있는 둘째
언니가 전화가 왔어. 그래 니 날 받았다며, 무슨 날 무슨 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린데 거역할 수 없는 거역이 한 번 어른들끼
리 문서화했는거는 거역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손님이 오시면 밥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수도가 없으니까 다 끝내고 늦게 오시면 반찬거리
가 없고. 살림도 가난하니까. 우리는 굶고 손님은 대접하고. (중략) 제
사가 일 년에 열세 번이었어요. 위토에서 나오는게 별로 없으니까 제
사 때 생각해서 돈을 모아요. 종부는 제사음식을 마련할려고 돈을 모
아요.”

종부의 삶은 헌신과 인고의 세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문의 존중을
받는 영광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종부는 단순한 며느리나 종손의 부인이
아니라 마치 내명부의 수장을 맡았던 왕비와도 같은 지위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비는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물론, 관리의 부인들을 통
솔하는 내외명부의 수장역할을 했다. 종부 역시 적어도 자신의 집안에서
는 왕비와 같은 권위를 지녔고 존중을 받았다. 종부는 종부의 외롭고 자
기희생적인 삶보다는 영광스러운 삶을 더 크게 평가하고, 종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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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가족의 대구 이주와 직장에서의 퇴직
혼인 후 종부의 남편은 고향에서 교사를 하고, 자신은 직장이 있는 대
구에서 시누이와 함께 살았다. 시누이 역시 종녀였지만, 집안 형편이 여
의치 않아 중학교 졸업 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교
육의 힘을 알고 있었던 종부는 시누이를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시
켰다.
“우리 둘째 시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내가 인제 와서 고등학교는
대구로 갈래 이래카니깐 하우 내 고등학교 얘기한 사람은 새언니가
첨이다. 고등학교를 갈지 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고등학교를
내가 대구 있으니깐 대구로 올래 이러니깐 내 걱정한 사람은 새언니
가 첨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도 없고 뭐 불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좀 업그레이드해서 살아야 안 되겠나. 내가
또 살아온 내가 그렇게 안했으니까 비교가 자꾸 되자나. 그쪽에는 우
리 삼촌도 대학을 나오고.”

3년 후에 남편이 대구로 올라와서 대가족이 11평 집에서 생활했지만,
남편의 월급과 자신의 월급을 착실히 모아 재산을 일구었고 대구에 2층
양옥을 구입했다. 주택이 마련되자 향리(鄕里)에 있던 모든 식구가 이주
했다. 종부가 가산을 일군 사회적 조건은 명망만 있고 내실은 부족한 종
갓집에서 벗어나 넉넉한 삶을 추구하려는 전략이었다. 11평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도산서원 원장인 시조부가 올라와 독방을 차지하였고, 한 방
에 남편과 다른 식구들이 모여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극도의 내핍생
활을 통해서 저축을 했고, 대구의 중심가는 아니지만 학군이 좋은 동에
2층짜리 주택을 마련했다.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했
다. 주택 마련을 계기로 안동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올라와서 거주하게
되었다. 종부는 남편과 함께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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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찌 보면, 주택 마련으로 새로운 가족부양이라는 부담이 가중되었
다. 종손은 곧 선비여야만 했다. 현재 경북에 있는 명문가의 종손들은 대
부분 교사나 교수가 많다. 종부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안정적인 공
무원의 길을 포기했다. 종부의 장남은 바람대로 공부를 잘해 후일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 남편인 종손
은 야간대학을 거쳐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가 되었
다.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을 뛰어 넘었다는 세속적인 평가보다는 전형적
인 종손의 삶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일 종부도 전문대
학을 졸업하였다.
(4) 길제(吉祭) 후 종부로서의 삶
종부는 사십이 안 된 젊은 나이에 길제를 올렸다. 종부의 길제는 가계
(家系) 상으로 보면 생존해 있는 시어머니가 길제를 올리고 종부의 지위
를 이어받아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작고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종부가
될 수 없었다. 종부는 남편인 종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제도이다.
당시 종부는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부의 지위
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동시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종부는 가문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였
다. 조선왕조에서는 선왕이 죽으면 왕세자가 바로 즉위하고, 왕비의 자
리인 곤위(坤位)가 비게 되면 바로 가례(嘉禮)를 올리듯이, 종부 역시 이
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의 경험에 의하면, 시어
머니는 미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겉으로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다
고 한다.
길제는 문중의 가장 큰 의례(儀禮)이다. 문중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이
고, 특히 종부는 원삼이나 활옷으로 성장(盛粧)하고 제(祭)에 임한다. 원
삼이나 활옷은 전통혼례에서 신부가 입는 성장으로서, 화려함과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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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그리고 품격이 조화를 이룬 의복이다. 현대의 결혼식에서도 폐백 때
는 신부들이 원삼이나 활옷을 입는다. 하지만 종부는 길제 예복(禮服)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종부는 같은 문중 해제 아지매(웃토계)의 수의 원
삼을 입고, 길제를 올렸다. 일반적으로 수의는 삼베나 모시로 된 단순한
옷으로 알고 있지만, 2001년 해평 윤씨(海平 尹氏: 1660~1701)(단국대학
교, 2010)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처럼 사대부가에서는 평소 입던 좋은 옷
이나 원삼을 입힌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수의를 입고 길제를 올렸을 때 매우 꺼림칙하고 불길한 생
각을 지닐 수 있다. 종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수의를 선뜻 빌려준 문중 해
제 아지매에게 아직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할머니 그냥 그거 뭐 그걸 쉽게 내줬어 배리면 우야노.”

“

종부는 길제를 치르기 이전에도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는 시어머니
를 대신하여 종부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식으로 종부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한 후 전형적인 종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의 교육에 힘쓰며, 종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생적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적응
적응에서는 종부의 독특한 적응 양식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각 삶의
전환점은 물론 일관된 삶의 적응 방식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때 적응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종부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
전략 등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종부의 적응 영역은
적응 전략,

②종부로서의 적응 전략, ③전통문화 지킴이이자 보급자로서

의 적응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178

①종녀로서의

로컬리티 인문학 21

(1) 종녀로서의 적응 전략
종부의 종녀로서의 삶은 능동적 순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종부는 부
모님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종녀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교육과 당시
의 시대적 상황에서 종부는 자신의 결정보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결정
을 존중했고, 순응이라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종부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으나, 종가의 종녀라는 태생적 지위와 여성의 입지가 좁았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
가 변함에 따라 종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종부는 집안의 가풍이나 문화, 전통 등에 순응하면서도 자신
의 길을 개척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응은 후일 종부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
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종가의 종녀니깐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결혼도 아버
지 뜻대로 했으니깐. 전혀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부모님 뜻을 따
르면서도 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어요. 내 인생이
꼭 부모를 거스르면서까지 가야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종부의 두 언니들은 고등학교를 고향에서 졸업했다. 종부와 같이 대구
나 서울로의 유학은 꿈꾸지 않았고, 결혼 또한 지역 사람과 했다. 언니들
의 삶에도 아버지의 가문 부흥의 야심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종부의
아버지는 똑똑한 남동생에게 희망을 걸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목표로 삼
았다. 따라서 언니들은 지역의 사전 표밭 다지기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서 영향력 있는 집안과 혼인을 시켰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종부는 아
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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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로서의 적응 전략
종부는 가산을 일구는 동시에 시동생 시누이 6남매 교육 뒷바라지, 남
편의 공부 뒷바라지 등에 이어 시조부모, 시어머니의 병수발과 장례식
등 하나의 일이 끝나고 한 숨을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닥쳤다. 종부
의 삶은 연약한 몸으로 태산과 같은 일을 짊어져야 하는 삶이었다. 이러
한 종부의 적응 전략은 순리에 맡기고 묵묵히 이행하는 황소걸음 같은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는 이러한 생의 과업을 부담이나 억압
그렇다고 영광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며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도한 의욕을 부
리지도 않고 성과를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힘에 맞게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생애 에너지는 가족
에 대한 헌신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모습
을 스스로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 앞에 숙제가 계속 다가오니깐. 두 살 두 살 터울 6남매가 계속
결혼하고, 돌아가시고. 또 막내는 초등학교 댕겼는데. 그 인제 다 공
부시켜갖고 장가보내니깐 장가를 보내니깐 애기를 낳자나. 그 애기
를 아들 이름은 내가 이름을 지줬어. 작명가에 가서 이름을 지주고 대
학교 드가면 등록금 대주고. 이름을 지주는거는 굉장히 뜻이 내가 참
잘했다 싶어. 내가 잘했는 일이 참 많아.”

(3) 전통문화 지킴이이자 전파자로서의 적응 전략
현재 노송정 종부는 경북 지역의 종부들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에 열성
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간 대중매체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노송정 종
부는 종갓집 음식, 내방가사 모임에서 내방가사를 연구하는 동시에 내방
가사 작가이다. 내방가사는 경상북도 안동지역 사족 가문의 부녀자들에
게서 광범위하게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노송정 종부가 지은 ‘종부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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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는 본인의 삶과 적응 그리고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노송정
종부의 ‘종부소회가’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여 요약한 것이다.
“인동장씨 가문의 5남매 분 중 맏따님이신 저의 친정어머니는 생
활형편이 다소 넉넉했던 집안의 맏이로 별 구김없이 성장하시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너는 품성이 후덕하고 성실하니 큰 집안의 종부감
으로 손색이 없겠구나’라고 평소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되어 18세
에 영천최씨 집성촌인 성주법산 죽집(竹輯)고택으로 혼인되어 83세
에 영면하실 때까지 불천위에서부터 사대 기제사 및 차례제사와 시
월 한달 묘사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
고 손수 주관하셨습니다. 종가의 종부로서 생애를 마감하신 친청 어
머니의 생활상을 새겨보면, 진성이씨 노송정의 18대 종부로서 30여
년을 살아온 저의 종부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친정어머니의 훈자는
큰 바탕이 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중략) 햅쌀이 나기 전에 제
사가 다가오면 해겨름에 들어오는 일꾼에게 부탁하여 차나락 한 자
투리 배어 오라 일러 어린 저희들 모두 재워놓고 호롱불 심지 돋우어
불 밝히고 마루에 보자기 깔고 혼자 앉아 수수깡을 반으로 접어 나락
한올한올 밤늦도록 다 훑어 가마솥에 쪄서 디딜방아 찧고, 다시 고두
밥해서 절구방아에 찧어 인절미를 만들어 제사를 차려야만 했습니다.
술독에 술이 아직 남아있어도 제사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술로 빚어
맏물로 청주를 떠서 제주로 챙겨 놓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는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는 초능력의 인간이라고 철부지
때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매들을 앉혀놓고 무엇을 어떻
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를 말씀으로 꼭꼭
집어 일러주시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도리를 안주인이 어떻게 해
야 식구나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맏딸의 중학교 진학은 강력히 주장하시지 못하셨어도 시집올 때 여
섯 살 박이 막내 시동생은 두뇌가 명석하다며 그 어려운 살림에도 서
울로 유학을 보내셨답니다. 그분이 후일 고위 공직 취임사에서 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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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분의 뒷바라지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자리가 있었겠느냐 시며
목 잠겨하셨을 때 그간의 고된 삶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상받으셨을
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친정어머니의 종부로서의 삶을 술회한 내방가사지만 노송정 종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내
색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부소회가’
는 어머니의 삶이면서 노송정 종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북 안동의 명문 종가인 노송정 종부의 생애사 연구로서,
종부의 삶을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순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종부의 삶은 한 마디로 압축하면 적응전략 말미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인자중하는 삶이었지만, 내면에는 불꽃같은 열
정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열정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어 집안을 부흥
시키고 자신을 완성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종부를 주제로 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종부의 결혼은 모두 가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적
연혼, 중복혼 경향이 매우 강하고, 부부관계 역시 남녀간의 친밀감보다
는 가문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특
히, 대부분의 종부는 현대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가부장적 질서 속
에 고독하고 힘든 삶을 순응하는 가문 지킴이로 묘사되었다(강혜경,
2008; 김미영, 2014; 이현하, 2001; 임신애, 2007). 하지만 종부는 현대식
교육을 받았고, 공무원 임용시험까지 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
육과 남편의 뒷바라지 못지않게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늦은
나이에 전문학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어려운 집안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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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활시키고 발전시켰다. 종부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종가와 남편의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13식구가 생활해야만 했다. 이런 가정에서 종부
는 단순한 집안 유지가 아니라, 자신의 급여와 노력을 통해서 대구 시내
에 2층 집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
난 순응하는 종부들과는 달리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대적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보다 더 중
요한 것은 종부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종부는
종갓집의 종녀로 태어나 종부로서 어머니의 삶을 배웠고 가족에 대한 헌
신이 자기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존재의 확장이라는 것을 체험적으
로 느꼈다. 생애사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부인 어머니에게서 종
녀인 딸로 이어지는 종부의 삶에서 가족에 대한 친정어머니의 헌신과 사
랑은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부의 삶을 살도록 권유했지만 고가(古家)의 화석화(化石
化)된 안주인이 아니라,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족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키워주었는데, 바로 그것은 학교교육이라 할 수 있다. 종부가 전 생
애를 통해서 가장 중시한 것은 교육이다. 물론 전통적인 종부 역시 자녀
교육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지만, 종부는 그 교육이 자식과 남편, 남편의
형제, 친정 동생들은 물론 조카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시
켰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자기 존재 성장을 위한 책임의 자발적 부담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종부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 물론 이 책임에 가
문의 존중이라는 보상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보상
이 종부가 짊어진 과도한 책임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의 가족학에서 개인의 책임은 매우 보
수적인 담론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 책임은 가족에 대한 헌신, 자기
희생 등으로 나타나지만, 종부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존재의 확장과 성
숙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의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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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권리로 받아들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러한 종부의
삶은 개인의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대 가족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지만, 가족간의 상호책임이 전제되었을 때 그 권리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종부의 삶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종부들이 문화활동 즉,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단순한 여가의 활용, 내지는 문
화생활 정도로 치부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노송정 종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북 지역의 종부들은 내방가사의 작가인 동시에 타인
의 내방가사를 평가하고 향유하는 문화의 소비자이기도 하다(안동내방
가사전승보존회, 2012). 어찌 보면 내방가사는 특수계층의 전유물로서,
유한 계층의 취미 정도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방가사는 가족 문화와 교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은 자신들만의 가족문화를 생산하기 보다는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
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가족은 문화의
생산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고, 이 문화 생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가의 핵심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봉제사 접빈객’ 역시
생활 속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손님을 맞이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과정
에서 예의와 염치는 물론 배려와 절제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성
리학의 중심 가치인 인의예지는 학교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족
문화와 그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가족학 차원의 가정교
육,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안으로 연구를 마무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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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유의 가족문화 만들기를 제안한다. 영국의 경우 중산층의 기
준 중 하나는 자신들만의 가족 레시피가 있는 것이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결속은 물론 역할분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사
회에서 각 가정마다 제사, 교육은 물론, 가양주,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소지했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핵가족, 아파트 문화에
맞는 새로운 가족문화로서 가족 음악회, 가족 문집 만들기, 가족 요리 등
을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지만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구
성원은 물론 사회성원들에 대한 배려를 중심적으로 부활시켜야만 할 것
이다. 종부의 삶, 전통교육,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였다. 하지만 현대의 가정교육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 지
오래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 출발은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라는 공동의 집합 주거
형태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더욱 중요하다. 아파트는 가족구성
원끼리는 물론 이웃 간의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기도 하
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고유 영역을 보장받는 한편,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가정교육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
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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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18th Jongbu
of Jinseong Lee Nosongjeong

․

Lee, Moon-Ja Cho, Hee-Sun

Jongson and Jongbu have taken the heavy responsibilities to keep family
tradition and value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founder of a family
while they live in the head family house. In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a
woman’s role and authority were fairly limited and subordinated to her
husbands. However, Jonbu was in a special position that she was held in
esteem and support by the family members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led them with Johnson as another leader of the family. In this sense, the study
of Jongbu’s life history is to reconstitute the personal life from past to future
and recollect the independent role and life in a male-dominated society as a
woman leader of the family, so that background and factor of these unique
tradition and moral culture, which are protected and preserved, can be found.
Therefore, the 18th Jongbu of Jinseong Lee Nosongjeong, which is one of the
noble head families in Andong, was selected as an object of this study.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Jongbu has spent most of her life in the head family
because her mother was a Jongbu as well. Based on in-depth interview, her life
history was analyzed by the Mandelbaum’s conceptual framework such as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actical
meaning of family moral culture and the independent life as a Jongbu.

Key Words: The Head Family, Jongbu, Jinseong Lee Nosongjeong, Life
History, Family Mor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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