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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자의 시집살이담에 나타난 관계와 고난의 양상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and Hardships on a 
‘Sijipsali’ Narratives in Korean Women's Married Life

김경섭*, 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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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구연하는 구술연행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언어예술이다. 시집살이담은 여성 생

애담 중 결혼을 매개로 가족관계나 사회․문화적 문제로부터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구술한 서사체이다. 그러므로

시집살이담은 여성 생애담의 하위 장르이다.

시집살이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며느리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가

족관계 층위’이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론 시어머니 시집살이이며, 그 밖에 시아버지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

이, 자식 시집살이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며느리로서 갈등을 겪게 되는 제반 사항들

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사회․ 문화 층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난과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시집살이이며, 며

느리의 가문이나 용모, 태도 등 때문에 심한 시집살이를 한 경우도 있다.

실제의 시집살이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보다는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다.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시집

살이는 항상 가난이나 사건과 관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난이나 사건은 가족관계로 확대되어 여성들을 괴롭혔던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집살이담에 나타난 관계와 고난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생애담, 시집살이담, 관계와 고난, 가족관계 층위, 사회․문화 층위

Abstract Oral-Performance in itself, which successfully narrates one's life, constitutes a kind of decent Verbal arts. 
The term 'Sijipsali-Narrative' refers to oral narratives portraying a series of events in the course of Women's 
Life-Story which arise from family life and socio-cultural issues through marriage.  As a result, Sijipsali-Narrative 
belongs to a subcategory of Women's Life-Story.
Sijipsali-Narrativ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s follow. One type of Sijipsali-Narrative is the 
'Family-Connection sijipsali-narrative,' which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 daughter-in-law and the rest 
members of the family. Among the 'Family-Connection sijipsali-narratives,' including several forms of Sijipsali 
such as that of father-in-law and that of husband and that of children, Sijipsali of the mother-in-law is most 
distinctive. The other type of Sijipsali-Narrative is 'Sociocultural-Connection Sijipsali-narrative’, which comes not 
from human relationship but from general issues a narrator is suffering from as a daughter-in-law in a family. 
The most universal narrative comes from Sijipsali connected with poverty and historical events, and family 
history, appearance, attitude of the daughter-in-law and so on can be materials for the narratives. 
Actually, the two types of Sijipsali narrative is not so much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s intermingled with 
each other. Sijipsali arising from family relationship can inevitably be related with poverty and some events, 
which result in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and so harass daughter-in-laws. This thesis has a clear-cut 
orientation to overview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and Hardships on a ‘Sijipsali’ Narratives in Korean 
Women's Marri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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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에게 신화나 전설 못지않게 생애담 혹은 경험담

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설화가 현격히 퇴조한 오늘날

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면서 구비문학의 맥을 잇고 있

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구비 담론이 오늘날에도

연행되며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화

가 ‘허구’를 매개로 삶을 객관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인

식하는 이야기 양식이라면 ‘사실’의 주관적 반영으로서

경험담은 대상에 보다 밀착하여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

는 이야기 양식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면서 이야기판에서 공존하고 있다.[7] 그러므로 구비

문학의 영역을 허구적 서사체로 한정하는 것은 필요이

상으로 구비문학의 범주를 축소하는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

흔히 문학적이라고 부르거나 예술적이라고 칭하는

텍스트들의 근원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경험은 상상의 바탕을 이루

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예술적 상상력의 근원은 경

험이라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을 원재료

로 하여 그 매체가 시각적인 것인가, 음악적인 것인가

의 차별에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이 나오는 것처

럼, 인간의 경험을 말로 구술하는 것 역시 하나의 훌륭

한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훌륭하게 구연

하는 구술연행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언어예

술Verbal art이다.[9]

생애담의 문학성 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시

집살이담’의 문학적 성격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

다. 생애담을 문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을 허구와 결부시키는 전통적인 태도 때문이다. 허

구와 상상이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지만, 문학

에서의 허구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

가 있다. 이야기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인가 하는 것은 소재나 모티프 차원의 문제이

지 문학성의 문제가 될 수는 없기에, 생애담이 사실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현장에서 시집살이담 구연을 경청해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제보자의 능

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구연 과정에서 능숙한 화자의

형상화 능력은 그것 자체로 문학행위로 인정해야 할 사

안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총체가 아니며 그

것을 이야기로 엮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에 필연적

으로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 곧 문학적 허구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집살이담과 같은 생애담의 구연 과

정은 사실을 이야기로 엮고 형상으로 옮기는 문학적 과

정으로서, 그를 통해 삶의 곡절 및 그에 얽힌 정서적

반응이 생생히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시집살이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학적 의의를 함축하게 된다.

Ⅱ. 생애담으로서 시집살이담의 정체성

서구에서는 생애담류의 구술 텍스트가 너무나 일반

적이고 일상적이어서 오랫동안 연구 주제로 간주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개인서사personal narrative'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10] 그런데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서사에 대한 용어상의 문제를 고려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고민할 필요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일상경험담’ 혹은 ‘경험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경험담’이나 ‘경험담’이

라는 용어는 ‘경험’이라는 측면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이 영역의 사적(私的)이고도 개인사(個人史的)

인 측면이 간과되는 약점이 있다. 반면 ‘생애’라는 용어

속에 개인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 個人史적인 측면

이 다 포괄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생애담’이라는 용

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경험담’은 개인이 겪

은 특별한 사건이나 인상적인 장면을 구술하는 또 다른

차원의 구술 서사체이므로 생애담의 하위 장르로 설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생애에 대해 얼마든지 구술할

수 있지만, 이 논의에서는 그런 형태의 발화들은 논외

로 한다. 그런 발화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

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 다룰 문제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구술하는 형태의 서사체로 한정한다.

이와같은 범주 설정의 문제가 끝나면 자연스레 ‘생애

담’과 ‘시집살이담’의 범주 구분 문제가 고개를 든다. 시

집살이담이 여성의 생애담 중 하나인 하위 장르로 쉽게

취급될 수 있을 듯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

은 않다. 일단 시집살이담은 여성의 결혼이 개입되어야

하므로, 기혼 여성의 생애담에 속하겠지만 기혼 여성의

일반적인 생애담에서 어디까지가 시집살이담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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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시어머니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이,

자식 시집살이 같은 말들은 흔히 사용하지만 가난 시집

살이나 사건 시집살이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

럼, 시집살이란 용어를 주로 가족관계의 층위에서 사용

한 의식이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6] 여기서는

시집살이담을 ‘여성 생애담 중 결혼을 매개로 가족관

계나 사회․문화적 문제로부터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

을 구술한 서사체’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시집살

이담은 여성 생애담의 하위 장르인 것이다.

시집살이담의 갈래를 국문학의 일반적일 갈래와 대

응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집살이담의 정체성

Table. 1 The Identity of ‘Sijipsali-Narrative’

문

학

口述
문학

口述
산문

사실적
생애담

(시집살이담)

↕ ↕ ↕ ↕
記述
문학

記述
산문

허구적
고소설
(구운몽)

위 표를 염두에둔다면 시집살이담은 갈래상생애담의

하위 장르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記述문학 내지는 허구

적 담화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

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국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

고 그 지점에서 다양하고도 풍부한 이야기가 산출된다.

우리의 생활 전통에서 여성의 ‘시집살이’는 보편적이고

도 전형적인 삶의 국면이었다.[4] 특히 전통적 생활방식

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생활을 해온 노년기 여성들의 시

집생활 경험담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가부장제하에

서 여성 삶의 희로애락이 그 속에 짙게 배어 있기 때문

이다.

그것은 여성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생활사 전반에

걸친 소중한 문학적․사회적 유산이 된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의 인생 체험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시집’과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집살이담’은 여성 생애담의 중핵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집살이담은 여러 영역에 걸쳐 이제

껏 소외되어 왔던 다원적인 요소들이 포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시집살이담

은 그간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학문 영역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1. 시집살이담의 다원성

Fig 1. A Pluralism of ‘Sijipsali-Narrative’

위 그림이 제시하는 것처럼 시집살이담은 설화에 비

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생애담의 측면, 남성 언

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 언어의 측면,

핵가족 중심의 문화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대가족 문화의 측면, 마지막으로 記述 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口述 텍스트의 측면을

시집살이담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집

살이담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러 차

원의 영역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Ⅲ. 시집살이담에 나타난 관계와

고난의 양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며느리는 정당한 권

리보다는 불합리한 의무만 많았다. 불합리한 의무 속에

서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신의 가족 내 지위를 가장 쉽

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출산이었다. 태어난

아들은 며느리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

한 근거였으며, 이런 측면은 부계가족 체계에서 특수한

母子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며느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은 부계사회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오던 여성의 애정표현의 유일한 대상

으로 허용되므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

록 특수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모자관계는 근본

적으로 부계가족의 구조적 필연성에서 유래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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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식의 외디푸스적 모자관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8] 부계가족에서의 모자관계는 남녀의 단순한 리

비도적인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자신의 의

무를 완성하고, 부계가족에서 어머니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며, 어머니의 투사체로서 아들이 기능하는 우리 가족

체계의 특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며

느리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며느리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험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들에게 가지는 애정의 정도만

큼 며느리에 대한 적의와 불신이 증대되는 심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적 가난과 가문의 차별 등의 문제가 겹

치거나, 시부모 개인의 정서적 특성까지 중첩되면 며느

리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딸에서 아

내로, 며느리에서 어머니로, 다시 시어머니로 점철되는

우리의 여성 생활전통에서 여성의 ‘시집살이’는 이런 방

식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지닌 삶의 국면이었다. 특히

전통적 생활방식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생활을 해온 현

대 노년기 여성들의 시집살이담에는 각별한 고난이 형

상화 되어 있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 삶의 희로애락이

그 속에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로서 여성이

결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맺는 관계가 그들의 이야기

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그림 2. 시집살이담에 나타나는 관계

Fig 2. The Relationship in ‘Sijipsali-Narrative’

시집살이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며느리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되

는 축이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론 시어머니

시집살이이며, 그 밖에 시아버지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

이, 자식 시집살이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집살이의 제반 사항들에 관련된 이

야기들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난과 역사적 사건에

서 비롯된 시집살이이며, 며느리의 가문이나 용모, 태도

등 때문에 심한 시집살이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

로 시집살이담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축과 인간 생활의 사회․문화적인 축이 서로 얽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집살이의 관계 층위

Table. 2 The Relationship Layer of ‘Sijipsali’

가족층위

사회문화
층위

시
어머니
(M)

시
아버지

(F)

남 편

(H)

자 식

(C)

    가 난(P)* MP FP HP CP

    사 건(E)** ME FE HE CE

    가 문(F)*** MF FF HF CF

    태 도(A)**** MA FA HA CA

* ‘가난(Poverty)은 물질적인 궁핍함을 뜻하며, 가난 자체의 고난
도 문제지만 가난과 시댁 식국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중첩될 때 
며느리에게 더욱 힘든 고난으로 다가온다. 

** ‘사건(Event)’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사건을 포괄하는 항목으
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이나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
건과 교통사고 같은 개인적 사건도 포함한다.

*** ‘가문(Family)’은 며느리의 가문을 시어른들이 문제 삼는 경우
와, 종부로서 시댁의 엄정한 가문이 배경이 되어 시집살이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태도(Attitude)’는 며느리의 태도나 행동만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 특성, 시부모의 특정 태도가 해당되며 특별한 경우 자식
의 생활 태도도 포함한다. 

위 표에서 가능한 이야기의 종류는 산술적으로 16가

지가 되지만 실제 시집살이담에서 이런 가짓수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식이 며느리인 어머니의

가문을 문제삼는 경우(CF)는 실제로 발견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가로 축인 며느리와 가족 관계의 층위를 중심

으로 세로 축을 결합하면서 시집살이담의 전체적인 양

상을 개괄한 후, 구체적인 시집살이담 중 유형별로 주

요한 이야기들만 거론하기로 하겠다.

덧붙여 기혼 여성의 시집살이가 시부모와의 관련성

에서 비롯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자 한다. 즉 ‘남편 시집살이’나 ‘자식 시집살이’처럼 기

혼 여성의 ‘시집살이’는 결혼 생활 전반을 통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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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부터 발생하는 고난를 포괄하는 것이다.

먼저 시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시집살이담

의 경우, 가난(MP)과 며느리의 태도(MA)가 결합되는

경우는 가히 시집살이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표성

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난이나 사건, 며느리의

태도 등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성

격과 성향 탓에 며느리가 힘든 시집살이를 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다음으로 시아버지와 관련된 시집살이의 경우는 특

정 사건을 매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갈등하거나

(FE),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태도를 문제삼는 경우(FA)

가 주류를 이룬다.

남편과 관련된 시집살이는 아내인 며느리로 인해 촉

발되는 갈등이나 고난이라기보다는 주로 남편의 무능,

도박, 외도 등과 관련되는 경우(HA)가 많았다. 이 경우

순전히 남편의 개인적인 행동 특성이나 태도 탓에 며느

리인 아내가 힘들어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적인 ‘남편 시집살이’는 시부모와의 관련성 없는 기혼

여성의 생애담이라 할 수 있다.

자식과 관련된 시집살이는 주로 자식과 특정 사건

(CE)이 결부되는 경우와 자식의 행동 특성 때문에 문

제가 되는 경우(CA)가 있다. 남편이나 자식 관련 층위

에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남편이나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물질적 고통이다. 며느리 입장의 여인에

게 남편이나 자식의 죽음은 시부모의 죽음과는 다른 감

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들은 남편 시집살이, 자식 시집살이의 범주에 포함

할 수 있다.

‘시부모 시집살이는 누워서 하고, 남편 시집살이는

앉아서 하고, 자식 시집살이는 서서 한다’는 말이 있다.

여인에게는 시부모-자식 관계에서 파생하는 며느리의

입장보다는, 부부 관계에서 파생되는 아내의 입장이나

자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부보의 입장이 크

나큰 감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논의를토대로며느리인여성의입장에서

느끼는시집살이의정서적강도를가난, 사건, 가문, 태도

의 범주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집살이의 정서적 강도*

Table. 3 The Emotional Intensity of ‘Sijipsali’

가 난 C=H 〉 M=F

사 건 C 〉 H 〉 M=F

가 문 M=F

태 도 C=H 〉 M=F

* M은 시어머니, F는 시아버지,  C는 자식, H는 남편이다. 

가난은 그 시대의 공통 분모에 가까운 고난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 가난은 시부모와 중첩될 때보다

는 남편이나 자식이 가난과 병립할 때 여성 입장에서는

훨씬 힘든 삶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시부모를 모시

며 사는 삶이 가난하더라도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 어디

까지나 감내할 것으로 여기지만, 이후 남편과의 삶이 가

난으로 점철되거나 자식의 인생마저 가난할 때 여성의

정서적 박탈감은 훨씬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족들 중 부정적인 사건과 결부되어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역시, 시부모와 관련될 때보다는 아무

래도 남편이나 자식이 관련될 때의 정서적 강도가 훨씬

강력했다. 앞서 언급했거니와 여성이 아내로서 남편의

사건을 대할 때나, 어머니로서 자식의 특정 사건을 대

할 때 감정의 이입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가문과 관련된 정서적 충격은 시부모에 중 특정한

한 쪽이 가문의 문제로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의 정서적 강도는 시어머니일 때나 시아버

지일 때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태도가 며느리에게 고난을 주

는 경우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식과 남편이 관련

될 때의 정서적 충격과 고난이 더 컸다. 이것은 시부모

가 며느리의 특정 태도를 탓하거나, 시부모의 어떤 태

도 탓에 고난의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와 관련되

기에 아무래도 수용의 입장과 감내하는 인식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에서 다루지 않은 가족관계로 시누이, 남편의 둘째

부인, 시아버지의 둘째부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

만 시누이의 경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포괄되는 경향

이 짙고,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둘째부인은 남편 시집살

이나 시아버지 시집살이에 포괄하여 거론해도 무방하

기에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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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자식 시집살이가

서로 결합된 최악의 시집살이를 한 사례도 종종 조사되

었다. 이 경우 이들의 시집살이는 통시적으로도 공시적

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 이야기에서는 가족 층

위의 네 가지 항목이 동시에 발생하기보다는(공시적),

남편과 아들 시집살이가 시부모 시집살이 이후 진행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통시적). 여기에 해당하는 화자

는 고통의 시집살이를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피자면 ‘시부모 시집살이는 누워서 하

고, 남편 시집살이는 앉아서 하고, 자식 시집살이는 서

서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동일한 조

건이라도 그것이 시부모와 관련될 때보다는 남편이나

자식과 관련될 때의 정서적 충격과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 ‘가문’, ‘태도’는 그것 자체로 시집살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들 세 항

목이 가족관계 층위의 누군가와 결부될 때만이 며느리

인 여성에게 질곡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만은 그렇지 않다. 실제 시집살이 중에

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평생토록 비교적 원만했지

만, 오직 없는 살림이 며느리인 여성을 힘들게 한 경우

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난’은 그것 자체

가 시집살이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인간관계로부

터 비롯된 갈등이 시집살이를 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가난이 시집살이의 원인인 화자들은 심한 정서적 충

격이나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사건’ 항목에서는 아무래도 6.25 전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개인적 사건으로는 출산이나 간병 등의

경험이 다수를 이루었다. 반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

경에서 도일(渡日)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사건 그리고 가난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 예이다. 가족

적 층위의 요소가 서로 결합된 시집살이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문화적 층위가 서로 결합된 이야기

도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현대사에서 집안의 가

난과 역사적 사건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인 점을 상기한

다면 이들 요소의 결합 양상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의 시집살이담에서는 단순하게 1가지 항목에만

대응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한 사람의 여성이 단

순히 가난 때문에 평생 시집살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삶은 가난을 매개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에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시집살이는 존재하기 어려

웠다. 가난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관련되기 쉽고, 사건은

남편이나 자식과 관련될 때 시집살이가 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온전히 시어머니 시집살이만이 며느리의

평생을 옭아매는 경우는 드물고, 여타의 사건과 관계망

에서 또 다른 시집살이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

도와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거

나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

이이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인 시집살이담을 언급하면서 위에서 논

의한 바대로 시집살이담에 나타난 관계와 고난의 양상

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 제시되는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분야 사업(2008∼2010년,

과제번호 ‘KRF-2008-322-A00068’)의 일환으로 전국적

인 시집살이담 조사 사업을 펼친 결과물인 시집살이 이
야기 집성 (1-10권, 박이정, 2013년)에 실린 것이다.

표. 4 개별 시집살이담 개요 ①

Table. 4 Sijipsali Narrative ①

화자의 모친은 화자가 명이 짧다는 점괘를 믿어 화자

를 재취자리로 시집을 보냈다. 화자가 신행 온 날 떡국

상 앞에서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어린 여자 아이 셋 이었

다. 거기다 시집을 와 보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살림이

엉망이었다. 시어머니는손 하나 까딱하지않고, 살림이라

고는살줄모르는양반집여인네였다. 시아버지는술주정

으로밤마다집안을뒤집고, 남편은읍내에나가서기생들

과 어울렸다. 남편의 전처도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집

을 나갔다고 했다. 특히 시아버지는 술주정이 매우 심해

온갖수모를다겪었다. 거기다또힘든것은세딸을두고

나간 전처가 일 년이면 두세 번 찾아와서 객처럼 묵었다

가는 일이었다.

남편과 정식 이혼도 나중에 겨우 했다. 하지만 전처가

두고간딸셋에게는미운마음이전혀안들고정이갔다.

남편과 사이에 3남 2녀를두었는데형제간에서로 다투지

도 않고 착실하게 자랐다. 나중에는 친정에 문제가 생겨

친정어머니를 15년간 모시며 살았다. 부산의 시동생에게

가 있던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다시 모시게 되었다. 3년간 대소변 수발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술을 계속 드셨다. 그래도 주정을 하지 않

으니 똥을 치우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병수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도도

히지내다가아흔에돌아가셨다. 남편은 아흔셋으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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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며느리나딸에게병수발을시키지않고자신이했

다. 아들셋이가까이살며도와주고, 손자들도모두잘돼

서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구연정보］
구연자 : 박OO(여・1932년생)
조사일 : 2008년 12월 27일   
조사자 : 김경섭, 김종군, 박현숙   
조사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2권, 박이정, 2013, 123∼204.

이 이야기에서 화자는 네 겹의 시집살이를 동시에

하고 있다. 술주정하는 시아버지로 인한 시집살이(FA),

일은 안하고 엄하게 시키기만 하는 시어머니로 인한 시

집살이(MA), 기생들과 어울리는 남편으로 인한 시집살

이(HA), 전처 소생의 세 딸에서 비롯되는 시집살이

(CE)는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인 화자를 동시에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 네 겹의 시집살이가 순차적

으로 진행되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문제는 이 네 겹의

무게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일생을 따라다니며 화자

의 삶을 짓눌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화자는 의연하

게 삶을 살아왔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그녀

는 여장부라 할 만한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히 한국 근대적 가족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한적인 시집살이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사연이라

할 수 있다.[5]

표. 5 개별 시집살이담 개요 ②

Table. 5 Sijipsali Narrative ②

화자는중학교까지 졸업하고보건소에취직하여직장생

활을 하던중, 부친의 중매로가기싫은곳으로 시집을 갔

다. 그녀는시아버지시어머니병수발에힘든나날을보낸

후,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생활을 책임지느라 그릇장사에

서부터일수놀이까지온갖일을했다. 심지어땔나무조차

남편이 마련하지 않아 자신이 근처 탄광에서 얻어 왔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바깥일을 하

는자신을못마땅히여겨구타를일삼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알코올중독에 걸린 큰아들과 위암으로 먼저 사망

한둘째아들탓에고생했고, 지금은요양병원에있는큰아

들을 대신해 고등학생인 손녀딸을어렵게 키우며 살고 있

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한숨이 쌓여 산꼭대기가 되고

눈물이 모여 한강수가 됐을 인생”으로 표현했다.

［구연정보］
구연자 : 이OO(여・1935년생)

조사일 : 2008년 10월 19일   
조사자 : 김경섭, 박현숙   
조사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5권, 박이정, 2013, 11∼78.

이 시집살이담의 경우는 가히 시집살이담의 종합판이

라할만한사연들을담고있다. 그녀의말대로그녀의인

생은 ‘걸어도 걸어도 암흑이고, 걸어도 걸어도 절벽’이었

던 것이다. 그녀는 순차적으로 시부모 시집살이(MP →

HP)를 겪었고, 그후 남편 시집살이(HP → HA)가 끝나자

곧바로 자식 시집살이(CP → CA)를 겪고 있다. 화자는

손녀딸을 돌보며 조사 당시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집가서 처음에는 시아버지 병구완을 했었

고, 다음에는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세월을 보냈다. 시

어른들이 사망하자 곧바로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시작

되었다. 가난한 살림에 그녀가 바깥일을 할 수밖에 없

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귀가하는 화자를 남편

이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폭행하기 일쑤였다. 하지

만 시어른 시집살이와 남편 시집살이보다 더한 시집살

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술버릇이 큰아들에게 내려갔는지 큰아들은

고2때부터 술을 마시며 가출을 일삼았다. 군에 다녀와

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술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조사 당시 병원신세를 지

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의 어머니로서 화자가 겪

은 마음 고생은 이전의 시부모, 남편 시집살이에 비할

게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자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착하고 성실

했던 작은아들은 결혼에 실패해 이혼을 하면서 화자를

힘들게 했지만, 다시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

데 회사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던 작은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아 끝내는 사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을 구연하는 화자의 말끝에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

과 한이 서려 있었다. 둘째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둘

째 아들의 전 부인 소생인 손녀딸을 할머니인 화자가

맡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녀에게 시집살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표. 6 개별 시집살이담 개요 ③

Table. 6 Sijipsali Narrative ③

화자의 부친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후 자신을 독가촌이 있는 깊은 산골로 시집

을 보냈다. 화자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다른집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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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으나자기혼자다시집을 찾아간 적이있을정도로당

차고 영리했다. 깊은 산골 독가촌으로 시집을 간 화자는

어려운결혼생활을경험했다. 극도로식사량이적었던자

신을먹이기위해시어머니가노력했고, 화자의 결혼생활

은아침부터저녁까지베짜기의연속이었다. 워낙잘먹지

않고 일만하는 체질이라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베만 짰다. 전쟁 와중에는 피난 중에 딸을 출산하기

도 했는데, 그 딸이 나중에 펜팔로 사귄 남자와 결혼했다.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 탓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나중

에는 그런 시아버지에게서 담배를 배워 지금까지 피우고

있다.

화자는그당시유행했던파마가너무나하고싶어서했

다가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엄청난 구박에 시달려야 했

다.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기도할정도로심한스트레스

를 받았다. 또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인 작은 시어머니의

아들을찾아주었다가또한번시아버지의구박을받기도

했다. 농사일에 포도 과수원일 심지어 봇짐장사까지 열심

히했지만평생시아버지시집살이에시달려야했다. 하지

만 시부모님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고 후회하

기도 했다. 화자는 결혼 초기에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어

른들로부터 구박을받았다. 가자미로는 국을끓여먹지않

고 회를 해먹었다가 꾸중을 받기도 했다. 속이 아파 시아

버지의 권유로 피기 시작했던 담배였는데 결국 담배 장사

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담배를 즐기고 있다.

［구연정보］
구연자 : 김OO(여・1929년생)
조사일 : 2009년 2월 13일   
조사자 : 김경섭, 김정경, 김예선
조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1권, 박이정, 2013, 11∼119.

이 시집살이담은 시아버지 시집살이담(FE, FA)으로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화자는 순전히 시아

버지의 깐깐한 성격 탓에 고난의 시집살이를 살았고,

특정 사건이나 본인의 태도 탓에 그 강도가 심화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반면 이야기 내용과는 별도로 이야기를 구연하는 화

자가 아주 특별한 분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재생하고

기억을 형상화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인

생의 특정 국면을 말로 풀어 나가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듣는 청중을 몰입시키는 일급의 화자였다. 덧

붙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발음과 발성도 매우 좋은 화

자여서 여러모로 청중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능력있는

분이었다

또한 이 조사에는 두 분의 할머니 청중이 함께 했는

데 장시간(약 8시간)의 구연에도 화자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중 역할을

충실히 한 두 분의 역할이 컸다. 이 경우 청중이 이야

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화자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2]

표. 7 개별 시집살이담 개요 ④

Table. 7 Sijipsali Narrative ④

21살에 결혼한 화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심하게

살았다. 시집이 비교적 부유했지만 며느리를 차갑게 대

한 시어머니 탓에 항상 배를 곯았다고 한다. 농협에 오

랫동안 근무한 남편은 이런 사정을 몰랐고, 4번이나 자

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많이

도움을 주었지만 시아버지의 도움을 오해한 시어머니

탓에 또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시아버지 병수

발을 12년 간 했다.

시어머니가 화자를 의심하여 집안일이나 농사일에 힘

든 점이 너무 많았다. 시아버지 병수발에 자식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게 그나마 화자를 덜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

는 시아버지가 병든 후 화자의 남편인 큰아들 곁에 있지

않고 서울에 사는 막내아들 옆에 방을 얻어 근 10년을

혼자 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큰며느리 곁으로

돌아왔다. 부모 병수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동생을

뒷바라지 하여 세 명이나 교직에 진출하도록 했다. 가수

공연을 보러 갔다가 화자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남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엽총

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던 남편도 화자를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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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시집살이의 이유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

는 사연이다. 며느리를 측은해 한 시아버지의 관심을

오해하여 시어머니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사례

(ME)이다. 여기에 자신의 행동(HA)이나 특정 사건

(HE)과 관련된 남편 시집살이까지 살아온 면모도 엿보

인다. 일반적으로 남편 시집살이는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이야기도 여기

에 속한다.

그런데 고부간의 일들을 남편이 오랫동안 전혀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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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최근에 와서야 동네 사람들이나 주위 할머니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런 상황

이 며느리 입장의 화자를 더욱 힘들게 한 정황이 구연

여기저기에 드러났다. 남편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아내

의 시집살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진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Ⅳ. 고찰 및 결론

시집살이담에 관련된 연구 주제는 구술사나 민중사

혹은 여성학 쪽에서 접근한 논의가 많았지만 문학적 관

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우선 강조

하고싶다. 시집살이담은여성화자홀로구연하는것으

로보일수있지만, 그런담화들은청중들을통해전파되

어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된다. 인간은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삶

에 자신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의이러한집단적이고사회적이특징을집약적

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집살이담과 같은 생애담이

다. ‘호모 나랜스Homo Narrans’ 즉 이야기하는 인간은

각종 경험을 가공한 담화 양식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삵과타인의삶을공유하는인간의특성을잘드러낸다.

시집살이담은반드시이야기해야만직성이풀이는여성

스스로에 대한 담화인 것이다.[3]

또한 시집살이담에 반영된 가치나 태도들은 ‘문화적’

으로공유되고전승되는성격을지닌다.[10] 딸에서아내

로, 며느리에서 어머니로, 다시 시어머니로 점철되는 우

리의 여성 생활전통에서 여성의 시집살이는 여성 삶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지닌 삶의 국면이었다. 그러므로 시

집살이담은 나의 할머니, 어머니의 이야기면서, 나의 이

야기 혹은 내 아내의 이야기이다.

특히전통적생활방식의연장선상에서결혼생활을해

온 현대 노년기 여성들의 시집살이담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 삶의 희로애락이 그 속에 짙게 배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시집살이담은지금까지우리가살아온삶을여러

각도에서 되돌아 보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야 하는지를 살피게 하는 일종의 이야기 거울인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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