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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전쟁이라는 위기사건이 개인의 삶과 양육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기의 전쟁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그것이 다

른 발달 시기의 경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발달 시기별(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전쟁 경험과

당시의 양육경험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의 자녀 양육 경험과 가치를

과거 생애경험, 특히 한국전쟁 경험과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자녀들의 양육 경험과 현세대의 양육을 한국전쟁을 겪은 이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체계이론(PPCT모델)과 생애 과정 관점을 사용하였

다. 이를 토대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

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이 생애에 걸쳐 경험한 양

육을 전쟁 경험과 분리시키지 않고, 가족과 사회 등 다양한 맥락의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전쟁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전쟁시기의 양육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한 양육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바라보는 양육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위해, 각기 다른 발달 시기에 전쟁을 경험한 8명의

여성 노인을 면접하였다. 생애 구술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생애 이야기

를 수집하였고 범주 분석을 거쳐 개인적 경험에 드러난 사회적 맥락을 분

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 경험은 개인이 극복하기 힘든 위기 경험으로, 개인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할이나 지위의 전환이 아닌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생태

학적 전환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러한 생태학적 전환은 개인이 어떠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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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시기에 전쟁과 조우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 되었다. 또한 같은

발달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체험에 따라 전쟁의 영향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전쟁 당시 폭력적인 경험이나 가족원의 상실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위기에서 가족들이 완충제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따라 이들이 전쟁

을 의미화 하는데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도 전쟁 체

험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들이 받은 양육은 ‘아버지의 부재’, ‘두 얼굴의 어머니’, ‘돌봄 공

백의 가족주의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머

니는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의 공백을 채웠다. 이를

통해 전쟁 이후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계

속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던 당시의 어

머니의 모습은 이들에게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 이기도 하였고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자’이기도 하였으며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서 표류’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전쟁 체험과 원가족 체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반영이 되었다.

전쟁 체험은 이들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생존과 건강을 중시하고, 교

육 투자를 강조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한(恨)을 보상하는 양육은 이들의 적

응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원가족 체험은 행위 양식의 연장, 반동, 보상이

라는 방식으로 이들의 양육 경험과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이들의 자

녀 양육은 자식들의 안정된 삶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평가하

고 보상한다는 점에서 적응유연성의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넷째, 이들이 손자녀 양육과 현세대 양육을 바라보는 데 전쟁 체험, 자

신의 원가족 체험, 자신의 양육 체험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이 살아

오면서 내재화되었던 가치는 이들이 손자녀 양육과 현 세대 양육을 바라

보는 렌즈가 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손자녀 양육의 의미는 부모세대가 못

해준 것을 해주는 것,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 돌봄의 공백을

가족인 자신이 채워주는 것이었다. 즉, 가족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자기 역할인 것이다. 또한 손자녀의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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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는 전쟁으로 인한 자신의 불리한 생애 경험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또한 현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저출산, 인성 교육의 부

재, 개인주의 가치관의 만연 등을 염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가치관에 아동기에 경험한 전쟁이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통해 이들은 가족원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으며, 직접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과 위기

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은 응집되었고, 아버

지의 빈자리를 어머니가 채우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손위 형제들이 채우

는 등 가족은 이들의 결핍과 상실, 외상을 완충 시켜주는 완충기제로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착이나, 이웃들 간의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가치가 내재화되었고 때문에 가족, 이웃, 국가 보다 개인이 중

요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과거 전쟁 경험에 대한 반추의 과정을 통해 현재 삶을 바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전쟁 당시 아동기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나 당시

의 양육 경험을 살핀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전쟁 상황에서 아동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고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

해 적응유연성의 자원으로서 양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재 우리의 자녀 양육을 지난 세대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는 의의가 있

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서도 놓치지 않고 있던 바람직한 양육의 가치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키워

나간다면 양육 가치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단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국전쟁, 양육경험, 양육가치, 생태학적 관점, 생애구술방법

학 번 : 201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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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가족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일부이다. 어떤 비밀이 드

러나 할아버지나 삼촌에 대한 이야기나 전쟁에 대한 비화를 듣게 될 때, 우

리의 삶은 갑자기 더 명료하게 다가온다. 숨겨진 진실은 부자연스러운 무게

로 우리를 짓누른다. 만약 우리가 돌이라면 우리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우

리 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슬픔을 느껴도 그 역사

가 읊어질 때까지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리라.” (Susan Griffin, 1993)

1. 문제제기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Bronfenbrenner, 1979; Harney, 2007). 이는 부모

나 가족과 같은 미시적인 맥락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문화를 포함하

는 거시적 맥락도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변화는 개인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그 중에

서도 전쟁은 기존의 사회에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오는 “강력한 시대의

씨줄”(안태윤, 2007)이자 위기 경험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상황의 전

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개인, 집단적 수준 모두에서 우

리 삶의 총체적 규정요소였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

고 삶의 양식과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였다. 전쟁을 직접 겪

은 세대는 물론이고, 체험하지 않은 세대는 체험하지 않은 대로 한국인

모두는 상당기간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정

성호, 1999).

이처럼 한국전쟁이라는 외상(trauma)의 영향이 지속적이고 파급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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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 되

어가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국가

의 기억을 국민들에게 이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이데올

로기 위주의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이 연구되고(전상인, 2001) 전

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중심이었지 사람들

이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겪어내었으며, 그러한 외상 경험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전시 혹은 전후 문학을 통해 전쟁 경험을 분석하는

문학 연구들(강용운, 2005; 이경재, 2012)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경험적 연구로는 미시사와 일상사적 접근에 의한 연구

들이 등장했다(안태윤, 2007, 2014; 이임하, 2004).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사회구조와 사회관계, 사회 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각도로 재조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전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변화 등 사회 구조적 측면에 치중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참

여자들 또한 19세~25세 사이에 전쟁을 경험한 여성들로 한정되어 있어 다

른 발달 시기의 전쟁 경험과 그 맥락들을 풍부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 모

든 인간은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으며, 이는 이

후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rickson, 1986). 즉, 개인이 어떠한

발달 단계에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Elder, 1974). 특히, 아동기에 전쟁에 노출된다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른 적응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Allwood, Belldolan, & Husain, 2002; Thabet, Vostanis & Karim, 2005).

한국전쟁은 3년이나 지속되었고, 이러한 전쟁을 아동기에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외상임과 동시에 매우 특수한 경험이다. 일제 식민치하에서의 해

방, 미군정, 한국전쟁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아래에서 아동

기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의 아동기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기 경험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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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1930, 40년대 생들의 생애사 연구들에서 아동기 경험은 노년기

의 적응과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짧게 다루어지는 데 그

쳤다(강유진, 2002, 2004; 윤택림, 2010).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아동기를

보냈던 이들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개인의 생태체계 층위의 여러 맥락 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ronfenbrenner, 2006). 특히 생애 초기인 아동기에는 “첫 번째 맥락(the

first context)”인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Bronfenbrenner, 1979).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데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ney, 2007; MacDonald, Grant Knight, Woods,

Beeghly, Cabral, & Rose-Jacobs, 2003).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부모의 상

실을 겪거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애착의 형성이 원만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

문에 발달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윤택림, 2010). 따라서 한국전쟁이라

는 발달적 위기를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양육 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기에 한국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위

기 경험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생애 주기 상 노년기에 해당하여, 당시를 회고하는 방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생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육경험과 가

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과 자신이

자녀를 기르면서의 양육 경험, 마지막으로 조부모로서 손자녀를 기르는

경험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세대전승경험 모델에 기인한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관계의 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다음 세대

로까지 이어진다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

(장미자, 조복희, 1999; 진미경, 2006; Bowlby, 1973; Reese, 2008). 뿐만

아니라, 부모의 훈육 방법과 양육태도 역시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문혁준, 2000; Belsky, 1984; Steinmetz, 1997). 외상 경험 역시

양육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양육자의 외상 경험이 부모-자녀 간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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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세대 간 전이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

어, Hesse와 Main(2000)은 양육자가 외상 경험이 있을 경우 양육자의 내

재된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애착과 양육이 세대에 걸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결

과를 제시하며 그 원인을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 형태와 같은 가족 체

계와 지역사회의 지지, 사회 경제적 지원, 문화적 영향 등의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찾아보았다(Cain, 2006). 특히,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한 연구(Hamilton, 2000)나 생활환경 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이민자

집단(오성희, 박기환, 2007; 이고은, 이영, 2011)의 경우에는 애착의 불안정

성이 나타나 환경의 변화가 애착과 양육의 불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은 아동의 발달과 가족기능에 위기를 가져오

고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환경의 대변화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들의 양육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서 이들이 경험했던 양육과 모성 경험이 자신의 양육경험을 통해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달적 위기에 처

한 개인들의 아동기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험

이 삶의 가치, 특히 양육 가치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양육 경험, 자신이 직접 한 양육 경험, 자신

이 바라본 양육경험(손자녀 양육)을 생애 구술을 토대로 분석해 볼 것이

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 시기에 받은 양육은 어떠하였는지, 그러한 경험

들이 자신이 직접 자녀를 기르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현 세대의 양육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생태학

적 이론과 행동 양식의 형성을 연계시켜 분석하는 이 연구는 현재 우리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전쟁이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그 흔적을 남긴 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의식과 행위에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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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아동의 외상과 회복

탄력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외상(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에

주목하여 미시적인 맥락의 영향을 살펴보았다(Harney, 2007). 이 연구는

전쟁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의 외상 경험에 주목하여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포함하여 전 생애발달을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연구자로서 나는 이론적으로는 아동기에 전쟁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

하는 것이 발달을 위협하는 일임을 알고, 그 영향이 세대에 걸쳐 지속된

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정작 한국전쟁을 우리 조부모 세대가 겪었음에

도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경험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적 사건이

며 우리 세대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

라면 우리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우리 속에 새겨져 있을 것”(Griffin,

1993)이기에 내 속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고 싶었

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냈음에도 잊혀져 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온 삶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을 때 기록해 두고 싶었다. 이 연구는 아동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전쟁을 겪은 이들의 생애 이야기를 통하여 공식적인

논의에서 누락되어있던 발달시기별(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

기) 전쟁 경험과 당시의 양육경험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데 그 첫 번째 목

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양육 경험과 가치를 과거 생애경험, 특히

한국전쟁 경험과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양육경험과 현세대의 양육을 한국전쟁을 겪은 이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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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전쟁 시기에 참여자들이 받은 양육

은 어떠한가?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삶의 양식과 가치관마저 바꿔 놓은(정성호, 1999)

한국전쟁 시기의 양육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이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가?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생경험은 아

니었으며(강유진, 2002) 그 사건을 어떤 발달 시기에 경험했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이했다는 연구결과(강유진, 2002; Elder, 1993)

를 고려하여 발달 시기를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로 나누

어 그 경험을 살펴본다. 또한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들의 개별

적 삶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공통적인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한 양육은 어떠한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자신이 직접 자녀를 기를 때의 경험은 어떠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이 받은 양육과 한국 전쟁 당시의 경험이 자녀

를 기를 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바라보는 현세대 양육은 어떠한가?

손자녀 양육을 도왔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자녀가 손자녀

를 기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현

세대 양육에 대해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전쟁경험

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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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생태학적 이론

이 연구는 전쟁이라는 위기사건이 개인의 삶과 양육에 미친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쟁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

족, 이웃, 사회, 국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놓인 사회·물리적 환경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체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이 연구는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이 전쟁을 겪으며 어떠한 전환을 경험하였

는지, 그 과정에서 가족,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환경과의 관계체계와

연결하여 다룬다. 그의 체계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각각의 층(미시체계, 중

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에 초점을 맞춘다(Bronfenbrenner, 1979, 2005).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환

경적 맥락을 강조하고,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체계를 포함하는데,

이는 Elder의 생애과정 관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Elder의 생애과정 관점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전 생애에 걸쳐

살펴본다. 현재의 행동을 설명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Kahn & Antonucci, 1980)이다. 특

히, 역사적 사건을 개인이 어떠한 발달 시기에 겪었느냐에 따라 개인의

이후 적응 양상이 달라진다(Elder, 1974)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생

태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생애과정 관점의 중요 개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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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체계이론과 전쟁 체험

(1) 환경체계 모델

이 이론에는 다섯 가지의 환경체계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미시

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가 그것이다. 이들은

아동을 둘러싼 근접한 환경은 물론이고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

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등 근접

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포함된다. 미시체계

들 간의 상호관계는 중간관계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이웃 간의 관계, 형

제 관계 등을 의미한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거시체계는 이들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일컫는다. 거시체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변

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Elder, 1988).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는 전 생애

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체계 모델은 이후에 생물생태학적 모델로 발전하게 된다

(Bronfenbrenner, 2005).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영향 뿐 아니라 개

인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영향과, 개인의 상호작용 역량까지도 포함하여

이론을 확장한 것이다. Harney(2007)는 PPC(person-process-context) 모

델이 아동의 외상 경험과 그를 극복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이해하

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임을 밝혔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개인

의 적응유연성을 기를 것인가?”가 초점이었다면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개

인의 적응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개인이 처한 맥락에서 어떤 과정이 필

요한가?”라는 물음이 중요하다. 즉, 아동의 외상 경험과 극복과정을 다루

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 뿐 아니라 부모, 가족과의 관계와 아동이 처한 지

역사회, 국가, 문화의 영향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간의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이 어떠한 발달시

기에 전환을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그에 따른 적응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또한 외상의 극복과 적응유연성의 함양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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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Harney, 2007) 외상의 영향과 그 극복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아동 발달에서 생태적 층위를 고려하는 다양

한 연구들이 PPCT(person-process-context-time)모델을 통해 아동의 발

달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학업적 전환

(educational transition)에는 연령, 성별, 자존감, 사회적 기술, 언어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또래관계,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등의 관계적 요인이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맥락적 요인인 학교 구조, 훈육 과정 또한 중요하

다. 또 시간 요인은 이러한 전환 과정이 발달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느

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Downes, Maunsell, & Ivers,

2007; O'toole, Hayes, & Mhathuna, 2014).

이처럼 인간의 발달과 생태학적 전환이 개인 단독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이를 둘러싼 부모와 가족,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전쟁 상황에서 개인

은 어떻게 전쟁을 겪었으며, 그를 둘러싼 부모와 가족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으로 전쟁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1950년대

의 사회 변화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인철, 2006), 개인이 전쟁 당시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지배

적인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발달이 영향을 받는데, 전쟁 시기에는 기존

의 가치 체계가 붕괴되거나 변동되었으며, 특히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가치의 혼란과 무질서가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에서 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생태학적 전환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이란 한 체계 혹은 둘 이상의 체계

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중대한 변화를 일컫는다(Bronfenbrenn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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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환경에서 역할이나 배경 또는 그 모두의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

개인적 지위가 변경될 때마다 일어난다. 

생태학적 전환은 전 생애에 걸친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전형적인 생태

학적 전환경험은 오래된 미시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미시체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 졸업, 진학, 취업

등의 전환은 개인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전환이다. 이러한 전

환은 예측 가능하며 새로운 발달과정에 자극을 주는 사건이 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환은 개인의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그리

고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변화는 새로

운 체계들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는 위기가 될 수

도 있다. 기존 체계에 적응 되어 있던 개인은 새로운 체계를 만날 때, 가

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와도 관련이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조기 유학을 떠난 청소년이나, 유학 이후 귀국한 유

학생들은 전혀 다른 체계들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

다(박혜지, 2014; 조유수, 2009).

이러한 생태학적 전환은 거시체계의 전환의 결과로 초래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쟁을 들 수 있다. 전쟁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

러싼 가족, 이웃, 사회, 국가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

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미시체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이 원치 않는 생태학적 전환을 거쳐야 함을 의미

하며, 그로 인해 이들의 발달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거시체계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된 가치관은 신

념, 태도 등을 통해 개인에게 내재화되므로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Bronfenbrenner의 최근 저서(200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의 발달

은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경험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쟁

으로 인해 이들이 어떻게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며, 그러한 체계의 변화

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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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과정 관점과 전쟁의 영향

생애과정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과 결과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

으로 삶의 변화라는 맥락과 그것의 결과가 인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초점을 둔다. 어느 한 시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보는 기존의 관

점들과는 달리, 전 생애 동안 개인의 생애 경로에 초점을 둔 접근(Fry,

1990)인 것이다.

삶의 다양한 측면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는 생애과정관점은 개인의

생애경험이 가족, 직업 등 다양한 역할경로나 다른 구성원들의 삶의 경로,

그리고 개인이 처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

치면서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한경혜, 노영주,

2000).

강유진(2002)은 일제 식민시기와 한국전쟁과 같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사건들과 경제적 궁핍기를 경험한 세대인 한국 노인들의 특수한 삶을 이

해하는 데 생애과정 관점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개별적 경험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자료를 통찰하는 기반으

로써 생애 과정 관점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여성노인의

생애 경험과 노년기 적응에 대해 살펴본 이 연구는 한국 노인들이 어떻게

불리한 생애 경험을 딛고 살아오면서 적응하였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연구했기 때문에 연령별 이질적 특성과 특수한 생애경험들이 간과되었다

는 한계를 지닌다.

Elder(1974)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각기 다

른 발달 수준에서 역사적 사건이 주는 영향이 크게 다름을 포착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의 상호작용도 개인의 행동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동기에는 부유한 생

활을 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다. 그러

나 그들 모두가 사회적 변화를 똑같이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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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강력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생

태학적 전환을 겪는 것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온다. 하지만 어떠한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알아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여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달시기와 장소 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러한 전쟁의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양육 가치의 형성과 세대 간 전이

1) 원가족 양육 경험과 양육 가치의 형성

사회화란 생물학적 개체인 아동에게 기초적인 행위 양식과 가치관을 체

득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과정(Berns, 2010; Bornstien,

1991)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부모의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를 통해 부모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자녀에게 내재화된다. 부모

의 양육과 양육 가치는 양육자 개인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도 깊은 관계를 맺는다(조 정, 2014).

가정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현은민, 1994), 규범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근원이다. 특

히 부모, 그 중에서도 같은 성별의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준거집단이 된

다(Berns, 2010). 준거집단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가치평가

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뜻한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양육 경험과

부모가 중시하였던 양육가치를 준거틀로 하여 자신의 양육과 양육 가치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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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n(1975)은 인간을 복합적인 적응 주체로 보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

거하여 인간을 자극에 반응하고 인지하는 발견자(detector), 다른 반응에

비해 하나의 반응을 선별하는 선별자(selector), 선택한 반응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실행자(effector)로 보았다. 현은민(1994)은 이러한 개념을 가치

의 사회화 과정에 적용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전달 변화 현상을 밝

혔다. 즉,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원가족에서 부족했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가치들, 혹은 지속되기를 원하거나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치

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개인의 행

동 양식은 가정에서 발견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행동 양

식의 연장, 반동, 보상으로 형성된다(김지신, 1996; 이문행, 1993). 이러한

관점으로 양육에 미치는 원가족 체험의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 양육경험과 가치의 세대 간 전이 양상

Bowlby(1973)에 의하여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다음 세대로 전이되기도 한다는 가능성

이 제기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애착과 양육의 세대 간 전이 양상을 보고

하였다(Belsky, 1984;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Steinmetz, 1997).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Chen & Kaplan, 2001; 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 긍정적 양육행동 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

동도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부모를 포함한 3세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강은주, 2000; 이진민, 송승민, 도현심, 2011; Belsky, Jaffee, Hsieh,

& Silva, 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그

기원을 두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양육의 세대 간 전이 연구는 주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양육행동은 양육신념의 표출로 간주된다. 양육이 사회문화적

가치의 세대 간 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육태도’, ‘양육목표’,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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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다양한 개념적 측면이 다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 경

험과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 훈육하는 방식 뿐 아니라 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가치관, 철학,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애착경험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그 원

인을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족 형태와 같은 가족 체계와 지역사회의 지

지, 사회 경제적 지원, 문화적 영향 등의 사회문화적 체계로 보았다(Cain,

2006). 특히,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Hamilton, 2000)

나 생활환경 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이민자 집단(오성희·박기환, 2007; 이

고은, 이 영, 2011)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간 애착의 불안정성이 나타나

환경의 변화가 양육의 불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애착 표상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이고은, 이 영, 2011), 미주 한인 1세대들은 전통문화인 유

교문화 가치를 유지하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미국문화의 가치관에 적응

해야 하는 이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생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하

게 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한국식 양육방

식은 서구문화에 빠르게 적응한 2세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가 겪지 않은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 가치관의 혼란과 위기들을 겪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관의 변화는 자녀 양육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양육 가치

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이는 인생 전반기에서 후반기

까지 전 생애동안 양육 경험과 가치들이 위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지속되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생애를 통틀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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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쟁과 양육 가치의 변화

앞 절에서 양육가치는 개인의 양육 경험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1950년대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기존의 가치 체계의 붕괴와 변동, 아울러 새로운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않

은 역사적 과도기(강용운, 2005)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산

업화, 도시화 사회로 극적으로 변화하는 도입기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에 전통적인 양육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새로운 가치체계로 확립

되어 가는지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와 지속

한국의 가족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

어 왔다. 때문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가 강하며

(이순형, 1996), 집합주의 중에서도 특히 가족에 중심을 둔 가족주의적 특

성이 강하다. 가족중심적인 한국인에게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이 우

선시되는데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는 긍정적 측면에서 책임감과 연대의식

및 협동정신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김지신, 1996; 유안진, 1990). 반면,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족의 배경이 중요시되고 가족집단을 위해 개인의 인

격이 희생되거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가족주의는 전쟁으로 인한 전통의 위기에도 살아남았다(강인철, 2006).

가족주의가 가족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변동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근대적 가치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하였다(김동춘,

2001; 박영신, 1983). 유교적 가족주의와는 대비되고 공공윤리가 결여된

‘현대판 가족주의’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강인철(2006)은 이러한 가족주

의의 지속과 변화를 ‘축소된 가족주의’와 ‘확대된 가족주의’의 병행적 발전

이라고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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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가족주의’는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해체된 핵가족 형태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전쟁이후 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었다. 전쟁 후 도

시에는 좌우익투쟁과 전쟁의 과정에서 친족에서조차 불신이 퍼졌고, 만연

한 빈곤으로 인해 장남이 가장의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소규모의 가족으로서 단단하게 뭉쳐 ‘가족단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축소된 가족주의’인 것이다.

반면 ‘확대된 가족주의’는 가부장제로 대표되던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던 당시에 국가적으로 가족주의를 조장하고, 지지하여 근대적 가치

관의 정착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신민법(新民法)은 호주권과 가부장의 친

권 등을 유지하며 가부장제 질서와 가족주의에 바탕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체계 아래에서 개인보다는 여전히 가족이 우위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

지된 것이다. 또, 종친회, 향우회 등 연고주의 역시 이러한 확대된 가족주

의 중 하나이며,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했던

당시의 풍토도 가족주의 가치관의 확대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축소된 가족주의와 확대된 가족주의의 병행은 도시의 풍

경이었으며 농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지속되고 있었다. 김동춘

(2001)은 농촌에서의 계, 품앗이, 두레, 제사 등의 잔존을 두고 ‘기존의 친

족적이고 혈연적인 유대가 지역적, 사회적 유대로 전환된 정도’라고 표현

했다. 강인철(2006)은 탈전통화로 치닫는 이질적인 도시문화에 비해, 농촌

은 ‘재전통화’를 꾀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녀 성공주의의 대두

‘축소된 가족주의’의 확산은 자녀 양육에 있어 교육이라는 가치를 지나

치게 중시하는 과도한 교육열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과 성취라는 양육

가치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유교적 가치관이다. 관료제하에서 가문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관료의 배출 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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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서도 학문과 성취, 출세, 즉 입신양명의 가치가 강조되

었던 것이다(이순형, 2000).

그러나 이러한 양육 가치는 양반가문들에 한했다.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평민층과 하층에서는 ‘자녀 교육자’로서의 어머니보다 ‘생산 노

동자’로서의 역할규범이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신경아, 1998). 반면, 전후

에는 신분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고등교육을 통한 출세와 사

회적 희소가치에 접근하려는 열망이 급증했다. 전쟁 후 의무교육제도가

본격화 된 것도 교육열을 가중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초등학교 졸업

생이 급증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화가 뚜렷해졌다(강인철,

2006). 또한 의무교육제도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넓혀졌다.

이렇게 생존과 사회이동의 첨병으로서의 가족의 계급적 의미가 강조되

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백진아,

2013). 특히 전쟁 후 가정에 있던 어머니의 사회 진출과 부양자 역할이

부각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머물던 소극적 어머니 역할에서 적극적

어머니 역할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이후 확산

(김은정, 2008)되었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담당하는 ‘계급재

생산’의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확산은 선대로부터 받은 양육과 자신의 자녀

양육경험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려서부터의 사회화를 통해 여

성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는 이들이

전쟁 이후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 전통적인 양육가치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지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 성별분리와 남아선호사상의 지속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부장의 물리적 부재로 인해, 여성, 특히 어머

니가 가장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가부장 질서의 위기가 찾아왔다. UN군의

참전과 신탁 통치 등 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면서 미국문화가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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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었다. 이 또한 전통적인 남녀유별이라는 전통윤리의 위기를 가

져왔다(김은경, 2006).

전통윤리의 위기에서 50년대의 사회는 현대화와 서구화로부터 전통을

구해내고, 그 전통을 수호하는 대상으로서 가정을 설정하였다. 그러한 과

정에서 남녀동권과 부부무별이라는 가치는 전통과 미풍을 해치는 일로 해

석되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가르치고 부부유별

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논의는 50년대의 교과서에서도 확인되었다. 서구적 가족질서의

원리인 평등을 긍정하면서도 가족 내에서 평등이 실현되는 문제는 전통을

해치는 일로 규정하였다. 중등 교과서인『중등공민』에서는 “우리나라 가

정이 위로 부모와 아래로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서양의

가정은 옆으로 부부의 결합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 부부의 일시적 불화로

쉽사리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는 가정의 본의에 어그러

지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서구적인 가족상과는 대

비되는 것으로서 한국의 가족상은 유교적 규범에 의한 삼강오륜을 강조하

는 것이었다(김은경, 2006).

이러한 성차별적인 가치관 아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은 전후에도 지

속되었다. “제 먹을 것 제가 갖고 태어난다.”, “혈통을 잇고 제사를 지내

줄 아들이 있어야 한다.”, “부귀다남(富貴多男)” 등 50년대 후반에도 남아

선호사상과 전통적 다자녀관은 팽배하였다(김홍주, 2002). 당시 남북한이

대치하던 상황은 국가 안보와 재건을 위해 남아선호사상과 다자녀관을 지

속하게 하였다.

이처럼 전쟁과 더불어 UN군의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서구의 가치관인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여러 측면에서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가치가 위기를 맞이하였고 당시 사회는 전통을 수호하는 역

할로서 가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남북 대치 상황은 남아

선호 사상과 전통적인 다자녀관을 지속하게 하였다. 서구적 가치관과 전

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대치하던 당시의 상황은 자녀의 양육 가치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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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도적, 혹은 판단적 표집방법에 준하였다. 의도적,

혹은 판단적 표집은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쟁 당시

생애주기 상 아동기였던 1942년생 3명과 학령기였던 1938년생, 1939년생

각 1명, 청소년기였던 1932년생 2명, 초기 성인기였던 1930년생 1명이다.

이렇게 각 발달주기별로 면접 사례를 선택했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시대적

이고 역사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생경험은 아니었으며(강

유진, 2002) 그 사건을 어떤 발달적 시기에 경험했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이했기 때문이다(Elder & Hareven, 1993). 또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으므로 자녀 양육을 해

본 경험의 유무를 주요 기준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가족 확장기와 자녀

양육기에는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하는 성별분업(김은정, 2008)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했던 여성들만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생애사적 연구에서 면접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나이, 학력, 사회적 지

위와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의 내용에 따른다(이희

영, 2005). 즉, 한 사례를 표집하면 그와는 다른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유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면접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없음

에도 장수미 구술자를 연구의 부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녀가 동시대

여성들과는 달리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였으며,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

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녀는 구술자들 중 유일하게 대학생으로서 한국 전

쟁을 경험했고, 그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체험을 들려줄 수 있었다. 또 그

녀가 한국 전쟁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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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중상층의 미혼 여성들의 한국 전쟁 경험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다.

생애사적 연구의 한 사례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른 개인의 생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이희영, 2005)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에도 손자녀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녀가 한국전쟁을 북한에서 겪었고, 그 이후 대

학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자녀 양육까지도 북한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태윤(2014)은 북한 여성들이 전쟁을 의미화 하는 방식이 남한 여성들의

한국전쟁 경험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의

미화 하는지, 그리고 탈북 이전까지의 인생에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써 한국전쟁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여성의 삶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쟁 당시의 거주

지와 발달시기를 다양화하였다. 이 외에도 학력이나 취업 경험 역시 최대

한 다양한 삶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전쟁 경험을 바라보는 주관

적 해석의 다양성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선정 기준의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섭외는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자를 한 명 모집하면 그 이후에 다른 참여자들을 소개 받는 방

법이다. 1차 표집은 소개 혹은 복지관, 하나원의 도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자가 연고가 없는 지역은 복지관에 도움을 청

했고 하나원의 도움으로 북한이탈주민 면접자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경로로 총 8 명의 구술자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면접한 참여자들의 특

성은 다음의 <표1>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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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전쟁당시
연령(만)

전쟁당시
거주지

면접당시
거주지

학력
취업
경험

자녀
수

손자녀 
양육 
경험

장수미
**

1930/
 일본

20세 서울시 서울시 박사 교수 무 무

정태순
1932/

충청북도 
충주시

18세 충주시 충주시 초졸 무
3남 
1녀

유

김상선
1932/
제주도

18세 광주시 서울시 고졸
전기
회사 
경리

1남
1녀

유

차영화
1938/
강원도 
인제군

12세 인제군 춘천시
초등
학교
중퇴

무
2남
1녀

유

이정순
1939/ 
경기도 
시흥군

11세 시흥군 서울시 중졸
방직
공장 
직원

1남
2녀

유

한성자
1942/ 

전라남도 
광주시

8세 광주시 서울시 고졸 공무원
1남
1녀

유

김은자
1942/ 

경상북도 
연일군

8세 연일군 대전시 초졸 무
1남
4녀

유

조영순
1942/ 

함경남도 
흥원군

8세 흥원군 대전시 대졸 교사 2녀 무

<표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장수미 구술자는 전쟁 당시 만 20세로 성인기였고, 자녀가 없어서 양육 경험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전쟁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 연구의 부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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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결정된 일곱 명의 주 참여자들의 사례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정태순 구술자는 1932년 생으로 충주시의 한 산골에서 태어나 국민 학

교를 마치고 집에서 길쌈으로 생산 노동을 하였다. 18살에 전쟁을 맞았고

여자들끼리 떠난 피란길에서 겁탈의 공포를 경험했으며 인민군이 한 달

정도 집에 주둔해 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된 군인들을 목

격하기도 했으며 인민군의 동원훈련에도 참여하였다. 정전 직후에 전염병

으로 조카와 오빠를 상실하였다. 이후 중매로 결혼을 해 3남 1녀를 슬하

에 두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시기에는 남편의 전근으로 울산으로 이주

하였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았고, 모두 결혼하였다. 외손녀와

친손자녀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다.

또 다른 1932년생 김상선 구술자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광주시에서 전쟁

을 경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쟁 직전까지 전기회사 경리로 일했

다. 전쟁 때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가 딸들을 지키고 통제하였으며 자신

은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았다. 전쟁 중에 집이 불타고 없어지는

바람에 전후에 서울로 온 가족이 올라와 주인 없는 집에 새롭게 거처를

마련했다. 이후 놀러갔던 “카바레”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 결혼하였으며 1

남 1녀를 두었다. 딸을 시집보낸 이후 딸의 집에서 외손자녀들을 돌보았

으며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1938년생인 차옥화 구술자는 강원도 인제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던 중에

전쟁을 경험하였다. 당시 38선 이북이었던 인제에서는 6. 25 전쟁 발발 전

에 미리 피난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어 원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6. 25 발

발 이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백골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어

머니와 오빠는 피난을 간 뒤 소식이 끊겼다. 동생들과 할머니마저 병으로

잃고 열여섯 식구 중에 혼자만 살아남았다. 전후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

고 일찍 결혼하였다. 2남 1녀를 두었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으

로 애썼다. 자녀들을 결혼시킨 이후에는 친손자녀들을 돌보았다. 현재 자

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룰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전쟁의 외상으로 인해 여전히 신경증을 앓고 있으며 집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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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있고 싶지 않아서 바깥 일을 계속 하고 있다.

1939년에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정순 구술자 역시 국민 학교를 다니다

전쟁을 맞았다. 폭격으로 집이 불타 피난을 떠나야했고, 열여섯 식구가 한

평의 방에서 몇 개월을 지내야 했다. 또 전쟁 직후의 배고픔과 질병으로

어머니가 앓아누웠고,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접 떡장사를 했다. 늦게나

마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중간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이후 공장에 취직해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1남 2녀를 두었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사립학교를 보내는 등 교육에 힘썼다. 현재는 자녀

들이 모두 결혼하였으며 맞벌이 하는 첫 딸의 자녀들을 대신 돌보았다.

1942년에 태어난 한성자 구술자는 전라도 광주에서 전쟁을 경험하였다.

강진으로 피난을 떠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광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

이후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1남 1녀를 두었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는 전업주부로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힘썼다. 현재 딸은 외국에서 유학중

이며 현재 맞벌이 중인 아들 내외를 대신하여 친손자를 돌보고 있다.

김은자 구술자는 경상도 포항에서 전쟁을 겪었다. 전쟁 직전에 같은 마

을에 살던 공산주의자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다. 어머니가 뒤따라 돌아가

시면서 오빠들 손에 자랐다.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남

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이 토목공사 감독관이어서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자녀 양육기를 보냈다. 자녀는 1남 4녀를 두었고 모두 결혼하

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손자녀를 양육하였다.

조영순 구술자는 함경도 흥원에서 전쟁을 겪었다. 8살의 나이에 폭격,

공습 등의 폭력적인 경험들에 많이 노출되었다. 비행기의 폭격이 간신히

빗겨가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다. 전후에 학업을 계속하였고 사범대학을

나와 교사로 일했다. 경찰이었던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사고

로 남편과 일찍 사별하였다. 슬하에 2녀를 두었으며 자녀 양육과 생계 부

양을 위해 이직하였다. 딸들을 대학과 군대에 보내기 위해 탈북을 감행하

였다가 반동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다시 북한을 이탈하

여 남한으로 왔으며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두 딸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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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 생애구술(narrative of life course)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생애구술방법(narrative of life

course)으로 접근하였다. 개인의 삶은 결국 이야기(narrative)이며

(McAdams, 1993), 연구 참여자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

는 이야기꾼(story teller)이 된다. 삶의 경험에 관한 자료 즉 생애서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에 관한 내재적 접근 방식인 동시에 사

회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생애구술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화자의 생애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화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사건도 개인의 발달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화자가 어떤 사건을

포착하고, 어떠한 사건을 배제하는지를 간파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맥락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역사적 변동과 개인의 발달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는 생애 구술 면접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한국전

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개인의 발달 시기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자들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전쟁의 경험과 당시의 양육경험이 그들의 양육에 어

떻게 반영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구술

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중요한 경험으로 구술하느냐 하는 것은

구술자의 과거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고 구술하는

현재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배은경, 2008)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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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과 분석

구술 자료는 2014년 10월과 11월, 2개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면접자 한

명당 면접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였으며 친밀감의 형성을 위해 두 번 이

상의 만남을 갖기도 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털

어놓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면접 전에 미리 라포를 형성하

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나 복지관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면접자들

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직접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미리 방문

이 어려웠던 경우는 전화 통화로라도 연구자의 소개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느끼는 거부감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인생의 전반을 이해

하는 노력(Clandinin & Connelly, 2004)의 일환이다.

면접방식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되, 녹음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간

단한 메모나 관찰 기록들을 면접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1990

년 생)가 연구 참여자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은 데서 비롯하는 ‘문화의 오

역’을 피하기 위해 언어적 의사소통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민감성을 유지

하려고 노력했다. 면접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자신의 살아온 이

야기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어

떻게 살아오셨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말

로 시작하여 최대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했다.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끊거나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언어로 이들의

생애를 이야기 하도록 한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쟁 당시에 더 기억나는 점들은 없으신가요?”

, “첫 자녀를 언제 낳으셨나요?” 등을 질문하였다.

녹음 파일은 기본적으로 코딩(coding)작업을 거친 이후 범주화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에믹 코딩(emic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코드를 찾아

이를 주제로 발전시키는 방법(Creswell, 2002)으로 관련 주제어를 분류하

였다. 이후, 연구자의 주된 관심인 ‘발달시기’와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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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들을 분류하는 에틱 코딩(etic coding)이 이루어졌다. 에믹 코딩과 에

틱 코딩을 상호보완적으로 겹치면서(조용환, 2014) 이들의 양육 체험을 시

기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들을 발견하여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범주화 작업이 끝난 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토대를

삼기 위해서 분류분석(Spradley, 1980)을 사용하였다.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은 범주화 과정에서 발견한 영역들을 기초로 영역들의 일부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제목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대 분류 제

목을 찾는 방식(Spradley, 1980)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료를 분석하는

데 범주화된 자료들을 분류하는 분류분석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자료를

‘해석’하는 작업에서는 가능한 한 범주화된 자료를 떠나서 사고하고 통찰

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순환적인 성격을 보인다(전가일, 2013; 조용환,

2014). 이 연구 역시 자료의 수집과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순환

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를 1차적으로 코딩하고 분석하면서 수집

된 자료와는 다른 경험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 이후의 연구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이후 면접에서 이를 질문

하였다. 연구자가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로 2차 면접을 하여

참여자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는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해 분류체계를 완

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실제적으로 글쓰기를 할 때는 연구문제별 접근 방

식(조용환, 2014)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술내용을 다양한 연구들과 비

교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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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원자료 주제

과거 전쟁 경험

 그 중에 한 사람이 빨갱이었나봐. 밤
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도 이제 봤지 그걸. 우리 엄마는 홧
병이 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금슬이 좋
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시름
시름 앓고, 자식도 모르고 그렇게 앓으
시더니 따라가시더라고. 내가 졸지에 
열일곱 먹어서 고아가 된 거여.

폭력적 경험에 
노출

가족원(부모)의
상실

 뒷산으로 가니까 포항이 막 불바다가 
된 거야. 저녁에 우리 동네까지 온다고 
피란 가라 그래가지고 쌀, 보리 같은거 
소 달구지에 싣고 막 갔어. 우리 아버
지가 2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혼백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우
리 엄마는 안 간다고 하면서 안 가더라
고. 우리 엄마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 딸들만 갔다가 다시 왔어.

피난 경험

기억하는
어머니 모습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나는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은 절대 남편은 하늘이고 시부모님은 
잘 모셔야 되고 이런 걸 배웠잖아. 우
리 엄마가 어릴 때 쪼만할 때부터 가르
치더라니까 그거를. 인사 잘하라 카고. 

인성교육과
전통적 가치관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오빠들 따라 다
니면서 컸지. 작은 오빠가 나를 책임 
질라고 했어. 정말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시더라고. 부모 없이 커서 버릇 없이 
크면 안 된다고.  

조실부모 이후
오빠들의 돌봄을 

받음

<표2> 자료 범주화 목록의 예 (김은자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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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쟁 체험과 내가 받은 양육

1. 전쟁 체험

1) 공통의 기억: 생태학적 전환1)

구술자들은 각기 다른 발달적 시기에 전쟁과 조우하였고, 전쟁 당시의

거주지역도 각각 달랐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를 회고함에 있어 공통된 경험들이 있었다. 구술자들은 모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전쟁이 가져온 환경 뿐

아니라 개인의 지위 변화는 구술자들이 바뀐 체계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 피난과 가난: ‘편안한 삶’에서 ‘고생길’로의 전환

서울이 수복되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어 피난을 떠날 수 없었던 장수

미 구술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구술자들은 모두 피난을 경험했다. 이

들 중에는 여름 피난과 겨울 피난 등 여러 번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이들

도 있었다. 피난은 고향을 떠난다는 점에서 삶의 터전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해야 함을 의미했

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 고생길에 오르는 과정이었다.

김상선 구술자의 피난 이야기는 집을 떠나 고생한 경험이 주를 이룬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많은 짐을 이고 지고 떠나, 동생들을 챙기는 것만으로

이미 버거운 상태였다. 그 와중에 여수까지 내려온 인민군을 만나 산속에

숨어들었지만, 산 속에서 이루어진 총격전으로 인해 오히려 더 위험에 처

1) Bronfenbrenner는 한 체계 또는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중대한 변화를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이라고 하였다. 생태학적 전환은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화는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에게는 진지
한 도전이 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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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고된 와중에 죽을 고비까지 넘겨야 했던 것이다. 또한 피난 과

정에서 육남매 중 두 명의 동생을 강진 외갓집으로 보낸 것은 전쟁 전에

다 함께 살았던 가족이 분리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서울이 난리가 났다고. 근데 어떻게 진도가 빠른지 금방금방 내려 온 거야. 그래서

피난을 가야 하는데 그냥 가기가 싫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대로 피난을 갔는데, 여

동생하고 남동생은 강진 외가로 갔어. (중략) 그러니까 거기서 미처 가지 못한 아군

하고 인민군하고 막 총격전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탄알이 막 아래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더 그냥 더 힘든 거야. 가다가 보니까 엄마가

애를 다섯 살짜리를 업고 오는데 저기서 못 올라오고 있어. 할 수 없이 내가 내려갔

지. 내려가서 걔를 등에 업고서 내가 그냥 기어 올라갔어. 피난하는 게 얼마나 힘들

어. 어린아이들은 업고 보따리는 이고 지고, 지금 같으면 그냥 먹을 것도 간단한 것

도 많고 그런데 옛날에 어디 그래? 쌀도 그냥 지고 다녀야 하고. 옷도 지고 다녀야

하고. 지금처럼 간단하고 빨기 좋은 게 아니지. (김상선 구술자)

함경남도 흥남에서 강을 건너 평양으로 피난을 떠난 조영순 구술자는

어린 나이에 걸어서 4, 50 리를 가야했던 고된 경험을 떠올렸다. 강을 건

너고 버선이 다 까질 때까지 걸어갔건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길가의 한

천막에서의 생활이었다. 그마저도 미군이 쳐들어와 공습을 하는 바람에

산 속으로 들어가 나무 아래에서 집도, 지붕도 없이 지내야했다.

강을 건너고 보니까 짚신이 벗어졌더라고. 짚신이 벗어져서 그냥 맨발로 걸어간 거

야. 그 때 옛날 말로 통버선을 신고 있었어. 버선을 신고 그냥 갔어. 한 4, 50리를 갔

어요. 아주 영포리라는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신발도 없고 양말이 다, 버선이

다 까졌더라고. 밤길을 걸어서 가니까는. 가는데 웬 길옆에 천막에서 한 한 달을 있

던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몇 달 살았어요. 미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속에 가서 모두 피했는데 피난민들 모두 나무를 의지해서 그렇게 폭격을 피하고

살았는데, 낮에는 불을 못 때고 밤에만. 연기나면 폭격하니까. (조영순 구술자)

집을 떠나 고생한 것은 이정순 구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대이동’의 결과는 열여섯 식구가 한 방에 자야하는 현실이었다.

“다 같이 서있기도 힘든 방”2)에서 이정순 구술자의 가족은 몇 개월을

2) 이 연구에서 직접 인용(“ ”)은 참여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30 -

지냈다.

피난 갈 때 가족 열여섯 명이 그 때는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방이 없었고. 여섯

칸 한 칸이야. 그래서 거기 열여섯 명이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다 같이 서 있기도 힘

드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드러누웠어. 애기가 벌써 우리 동생도 갓난 애기

지, 일 개월도 안 되었지. 언니네 아이들도 둘이 다 어리지, 고모네 아이들도 셋이 다

어리지. 그래서 어린 애들이 다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 개월을 그래도

지내다가. 움막을 파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들만 살았는

데. 언니들은 밤에 거길 가서 잠을 자고 나오고. (이정순 구술자)

먹을 것을 이고 지고 집을 떠났지만, 긴 피난 생활동안 많은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난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도 남아

있는 식량은 많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집집마다 가난해졌

고, 가난은 배고픔을 수반했다. 자신의 집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가축들을

다 잡아 먹어 식량이 동났다는 김은자 구술자의 이야기나 식구가 많아 밥

이 모자라 식량을 구걸해야 했던 조영순 구술자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어

려움이 잘 드러난다.

포항 시내 사람들이 다 피난 내려 와가지고 우리 집이 너르니까 우리 집에 10가구

도 넘게 살았어.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고 그냥 난리가 났잖어. 우리 염소, 소 이런 것

도 있는데 다 잡아 먹고 닭 같은 것도 다 잡아먹고. 다 저희 거여. 북한 사람들이 잡

아먹는 게 아니라 피란민들이 잡아먹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더

금방 동이 났지. (김은자 구술자)

그 때 너무나 생활이 곤란하니까 나, 사촌 동생, 다 같이 사는데 그 애들이 다 같

이 밥을 빌어먹으러 다녔어요. 바가지를 들고. 저 온 부락에 다니면서 두세 명이 가

서 밥 빌어가지고 오면 골목에서 만나서 수수밥, 죽 가지고 와서 좋은 거는 골라먹고

그 다음에 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걸 우리 자

체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한 거에요. 그래서 나와서 가서 남의 집 가서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이렇게 해서 고저 한 숟갈이면 한 숟갈 두 숟갈이면 두 숟갈 받으면 거

기에 죽도 있고 밥도 있고 그렇게 한 거에요. 그래서 갔다가 배고프면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져오고. (조영순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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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전에 농사를 지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던” 이정순 구술자

는 전쟁 이후의 배고픔이 견디기 힘들었음을 피력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삶은 “살 만했던” 삶을 “진짜 전쟁을 치르는 삶”으로 바꾸어놓았

다. 특히나 자식들을 먹이느라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전쟁 후에

앓아누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당시를 “어려운 세월”로 기억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보릿고개 한 번 넘기려면 그야말로 진짜 전쟁을 치르는 거지. 그리고 6.25 후에 또

병이 많이 돌았어요. 열병이. 뭐라고 하더라. 그 열병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하여튼 가

족 식구들도 다 앓고 눕는 거야. 그런데 그 때는 뭐 의료사가 있지 않으니까 시골 동

네에 병원이라는 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해열제가 뭔지도 모르고. 보통 때 같았으

면 다 일어나는데 전쟁 하고 먹을 건 없는데 자식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음식

을 섭취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양실조니까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6개

월을 앓아 계시는데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그 때는 닭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도

어려웠다고. 그래도 어떻게 병아리 한 마리를 구해서 삶아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중략)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낸 거야. 식구가 많다보니까는 진짜 뭐

풀뿌리. 그걸 알려나 모르겠네. 봄이면 무릇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거를 쑥하고 같이

캐서 쑥하고 같이 삶아서 그거를 먹고. 송진, 소나무, 애소나무를 껍데기를 벗겨서 먹

고. 다 그렇게 먹었지. (이정순 구술자)

다른 구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여건에서 살았던 장수미 구술자에게도 전쟁은 이전

과는 다른 궁핍한 삶을 불러왔다. 부모님은 고향인 함평에 계시고 혼자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장수미 구술자는 전쟁의 발발로 인해 부

모님으로부터 받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6월 25일에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는 거지. 그리고 모두

가 돈은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집에서 와요. 기숙사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졌을 때에요. 기숙사도 쌀 주문하는 게 월말이에요. 뒤주에 쌀도 얼마 없어요. 학

생들도 돈이 얼마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했어요. 그 뒤에 먹

을 게 없는데. (장수미 구술자)

이처럼 피난과 가난으로 대두되는 전쟁은 구술자들의 삶을 이전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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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생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상치 않았던 역사적 사건이 자신

의 삶을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한 것이다. 전후에 집은 물론

살림살이가 남은 것이 없어 서울로 온 가족이 떠나와야 했던 김상선 구술

자의 이야기는 전쟁으로 인한 강제적인 이동과 새로운 삶과의 만남이 얼

마나 “비극”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비단 그녀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을 겪은 많은 이들에게 닥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서울 와서 안국동이라는데 와서 요만한 방에서 몇 식구가 오들오들. 그 때는 별 수

없었어. 모두 실향민들이고. 이북에서도 내려오고 그냥. 그런 집도 주인은 어디 갔는

지도 몰라. 벌써 어디 도망갔어. 부산이고 어디고 다 피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제 그런데 들어가서 나중에 주인이 오면 어떻더래도 우선은 다 음식도 먹고 그러지.

뭐 이 땅이 전쟁터가 됐는데 그럼 뭐가 남아나고 뭐가 질서가 있겠니. 그러니까 별일

있어도 내 사는 데서 전쟁이 나면 안 돼. 저 외국에서 나야지. 내가 사는 데가 전쟁

터가 되면 이거는 정말 비극이야. (김상선 구술자)

(2) 학업중단: ‘학생’에서 ‘생활인’으로의 전환

전쟁 당시를 회고하면서 아동기와 학령기 구술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전쟁 때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금처럼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학교에

다녔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교를 보냈어. 그것도 일찍.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시골에는

학교를 안 보내 여자는. 그 때는 학교를 안 보냈어, 여자 둘이 다녔어. 동네가 백 호

이상 되는데 학생이 남자들은 이삼십 명 되는데 여자들도 애들은 많아 많은데. 동갑

이 열 명이나 됐는데 학교를 둘만 다녔어 여자는. 나는 6.25 땜에 공부도 못하고 그

랬지만 2학년 때 6.25가 나고 그래서. (김은자 구술자)

6 · 25 전쟁 이후 국가적 혼란기와 가난 속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생존

을 위해 여러 노동을 통해 발 벗고 나서야 했고, 아이들까지도 굶어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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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위해 집안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강유진, 2002; 윤택림,

2001, 2010). 구술자들 중에서도 전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거나 떡장사 등으로 나서 생

계 부양에 일조해야 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시간대가 타의에 의해 달

라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국민학교 지났고. 이제 중학교를 바로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는 무

엇인가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어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주면 그걸 이

고 나가서 그 때는 뭐 교통이 없으니. 자동차가 원활한 것도 아니고. 기차도 많지 않

고.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상대로 떡 장사를 했지. 국민학교 졸업하

고 바로. (이정순 구술자)

차영화의 경우에는 전쟁 전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보았다.

당시에도 동생들을 돌보는 가사 노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은 그녀를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만들었다.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피난을 떠나 안 계셨기 때문에 동생들을 밥 해

먹여야 했고, 동생을 업고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야 했다.

누가 알려주고 뭐도 없었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해서 먹여야지. 누가 밥을 하겠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때 냄비 밥. 깜깜할 때 불을 올려가지고 냄비 밥을 해서 동

생들이랑 먹이고 그랬어. 내가 남동생을 업고 소를 끌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소가

있으니까 막 위에서 막 폭격을 하더라고 총을 쏘고. (차영화 구술자)

이처럼 전쟁은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또, 외부적 변

화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시간대가 달라지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생태학

적 전환은 이들에게 진지한 도전이었으며 새로운 발달과정에 자극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구술자들에게

여러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어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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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길에 만난 사람들: 전시에도 지속된 이웃 간의 정(情)

피난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 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 이들의 미시체계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피난 갔던 마을의 집주인이나 혹은 그 마을로 피난 온

또 다른 피난민들이기도 했고 자신의 집으로 피난을 온 피난민들이기도

했다.

힘들게 떠난 피난지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은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극

한 상황에서도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이들의 존재는 고되고 낯선 피난지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족을 잃고 혼자 산길을 헤매던 차영화 구술자에게 자신을 거둬준 아저

씨는 생명의 은인에 다름 아니었다. 다들 힘들던 시절에 연고도 없는 자

신을 재워주고 곡식을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리산 고개를 넘어 가니까 민가가 한 집이 보이더라고. 그 때가 이제 옥수

수 철이었지. 마루에서 그 집 아저씨가 옥수수를 쪄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배가 고프니 좀 도와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어린 여자애가 혼자

여길 어떻게 왔느냐고 저기 뒤에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좀 있으라고 했지. 그 때

얼마나 고맙고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던지. 그래서 거기 뒤

에 방에서 한 며칠 또 지냈어. 그 때는 다들 밥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 집 아저씨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그 집 할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랬겠나 싶고. (차영화 구술자)

이정순의 경우에도 열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방에서 자야하는 고된 피난

생활이었지만 “이웃들이 좋아서” 그곳에서 몇 개월을 지낼 수 있었다.그

녀의 가족들이 거처했던 집의 주인은 6·25 둥이인 동생과 어머니를 안방

에서 잘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 그랬기에 그녀 역시 이후에 피난 온 모르

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었다. 전쟁통이었지만 인심을 잃지 않았던 이웃들

덕분에 낯설고 비좁은 곳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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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이지. 한 2-3 개월은 거기서 살았을 거야. 그래도 이웃들이 좋아서. 옛날에는

인심이 좋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애기는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주인집 시아버

지, 며느리랑. 전쟁통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와서 추녀 밑에도 앉았고 마루에도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지붕 밑에 그런 데도 와서 있겠다는

데 어떡해. 내쫓을 수가 없었어. 그러고 몇 개월을 살았어. (이정순 구술자)

또한 이들은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서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강유진(2004)는 시대적 불행으로 인한 고통을

자기만의 것으로 개인화하기 보다는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극단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술자

들 역시 동병상련의 마음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 때는 다 어려운 살림이야. 왜냐? 쌀가마니를 이고 다니냐 지고 다니냐, 집에 있

는 거야 모두 군인들이 약탈해 가고 없으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 아무것도 없다

고. 너도 나도 다 어려운 처지지. 누가 누구를 얕보고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그

러니까 모두 다 같이 고생할 때는 오히려 평화로워. 요즘 같을 때가 오히려 층이 생

기고 그러지, 다 같이 국난으로 고생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그거 하나는 오히려 창피하고 뭐고 그런 게 없지. (김상선 구술자)

막 솥단지에다가 게장국이니 뭐니 그런 거 막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퍼주고

그런 거를 내가 기억을 해. (중략) 우리는 전쟁이 났어도 시골이라 그래도 먹을 게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피란민들 다 나눠주고 다 그러고 살았으니

까. 나눠주고 밥 해주고 하는 게 아주 뭐 당연한 거였어. 우리 집 소 다 잡아먹었다

고 안 해 내가? (웃음) 그래도 다 같이 먹고 살았어야 됐는데 어떡해, 그 때는. (김은

자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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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단계 출생년도 구술자
아동기 1942 김은자, 조영순, 한성자
학령기 1938/1939 이정순, 차영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1932 김상선, 정태순
1930 장수미

2) 전쟁 경험에 대한 기억의 차이

(1) 생애 단계에 따른 차이

<표3> 연구 참여자의 생애단계

가. 아동기: 그래도 우리는 보호받은 세대

1942년생인 구술자들(김은자, 조영순, 한성자)은 국민 학교에 입학하

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경험했다. 구술자들이 전라도 광주시, 경상도

연일군, 함경남도 흥원군이라는 각기 다른 지방에서 아동기를 보냈음에도

전쟁 당시를 회고함에 있어 공통된 화두들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구술자들은 분명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어려움과

공습에 대한 공포, 가족의 상실 등으로 인한 내면적 불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보호받은 세대”라고 일컬었다. 무섭고 배고팠지만 그

래도 자신들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와 손위 형제들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물을 드실지언정 먹을 것이 생기면 자식들을 먼저 챙겼

고 폭격으로 총알이 빗발칠 때에도 자식을 먼저 이불 속에 숨겼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았어. 산에 봄 되면 나물 뜯어다가 안남

미 쌀 쬐금 넣고 죽 끓여 먹었고, 또 봄에 쑥 있잖아. 쑥을 뜯어다가 밀가루 쬐끔 해

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하고. 굶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 때는. 그래도

나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오빠들은 아래 애들

먹인다고 많이 굶으셨지. (김은자 구술자)



- 37 -

하루는 비행기 폭격을 하는 거여 학교에. 그랬는데 폭격하니까 엄마가 비행기가 날

아오니까 피하지 못하니까는 부엌 밑에 콘크리트였어요 그 때, 부엌이 일본 사람 집

이니까 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그 부엌 밑에 다 내려가라는 거여.

내 동생, 그 담번에 사촌 동생, 그 담번에 나, 그렇게 다 내려간 거여. 그리고 엄마가

가서 있는 이불을 다 가져와서 뒤란에 있는 이불 다 가져와서 우리한테 뒤집어씌운

거여.(조영순 구술자)

또한 나이 많은 형제들은 전쟁 중에는 동생인 자신들을 업고 피난을

다녔으며 전후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찍

돈을 벌어야 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인식에 한 몫을 했다. 특히, 전후에 학

업을 계속 하고 손위 형제들이 받지 못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나하고 오빠는 어리니까 보호받는 저기야. 그래서 그렇게 심한 고생은 몰랐는데.

언니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었지. 돈 벌어서 우리들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었지. 그

러곤 나는 그런대로 그냥 언니들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졸업을 하고. 6.25에

대해 상처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 상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언니들 세대야.

42년생은 그 때도 보호받고 살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보호받는 세대여서, 굉장히 그

래도 행운이었어, 행운. 그래서 우리 시대들이 자라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거야. 이

명박 세대. 이명박 씨하고 동갑이거든. 이명박이가 회사에 들어가고 그 때 경제 발전

이 있었잖아. (한성자 구술자)

전쟁이 끝나고 학교를 동네에 어른들이 총대를 메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채 공사 되지도 않은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다시 학교 목수가 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60년도에 졸업하고 61년도에 제가

고급 중학교,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를 3년제를 들어갔어요. (조영순 구술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면접 노인들을 연령과 관계없이 ‘시대의 희생자’

로 보았으나(강유진, 2002)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전쟁을 겪은

자신들이 이전세대나 이후세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시대를 잘 타고난

‘보호받은 세대’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즉, 대공황기에 아동기를 보낸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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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할 무렵)의 교육기회와 경제성장이 훌륭한 교육경험과 좋은 직장을 제

공해주었다(Elder, 1974)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령기: 성장기의 좌절

1938년 강원도 인제읍에서 태어난 차영화와 1939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난 이정순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동생을 돌

보거나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손발 있는 대로 써먹었지”라는 이정순 구

술자의 말에서처럼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특

히나 전쟁 중에는 어머니가 먼저 피난을 떠난 경우(차영화)에는 동생들과

할머니의 밥을 직접 챙겨야 했고, 부역 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언니들이 농사일을 했고 자신은 집안일을 거들었다(이정순).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전쟁 중에 자신이 아닌 다

른 형제들을 챙긴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대를 잇기 위해 오빠만 데

리고 먼저 피난을 떠났고(차영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피란 가 있던

집에서 어머니가 “6·25 둥이” 아기와 동생만 데리고 안방에 거처하고 자

신과 다른 형제들은 천막에서 지냈던 경험(이정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어렸는데”라고 어머니의 보호와 관심에 대

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의 전쟁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이들은 각각 인민학교와 국민 학교를 다니던 중에 전쟁을

경험하였다. 때문에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다. 차영화

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동네 아저씨들이 지어주신 임시 인민학교만 마칠 수

있었다. 이정순은 초등학교 졸업 후 가계 부양을 위해 떡장사에 나서야

했다.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아

니어서 중간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이들은 손위 형제들은 비록 일제치하의 학교이기는 했지만 학교를 마쳤

고, 특히 오빠는 “아들이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말

했다. 또 아래로 동생들은 공부를 시켰다고 하면서 “딱 우리 당시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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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이는 “우리 세대는

보호받은 세대”라는 한성자 구술자(1942년생)의 인식과 대비되는 부분이

다.

오빠는 맏이고 아들이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아래로 동생들은 공부를 시

켰고. 그렇게 하다가. 딱 우리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을 거야. 그 때는

국민 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도 많았고. 그래도 내 정도는 동네에서 괜찮다고들 했어.

학생들이 없었거든. 유일하게 하나였어. (이정순 구술자)

한국전쟁 경험은 그들을 나이보다 빨리 성인이 되게 만들었다(윤택림,

2010). 이정순 구술자는 중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공장으로 취직을 했다.

열여섯 식구 중에 혼자만 살아남은 차영화 구술자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

를 짓다가 작은 집 할머니가 여자가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일찍 결혼

을 하게 되었다.

그 때는 이제 아무데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당시에 제일 가기 좋은 게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방직 공장이라 그러지. 그 때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골라서 뽑았다고. (중략) 그 때는 학력이라는 걸 중시여기지 않고, 이력서를 안 받았

으니까. 왜냐면 다 못 배웠을 때니까. 나 때만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이력서라는 걸

받았는데. (이정순 구술자)

그래도 고향에 돌아왔구나 싶었지. 집은 다 불탔지만은 농토는 그대로 있더라고.

나도 나 말고 열다섯 식구가 다 죽었지만 우리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그 분의 처도 그 작은집에서 혼자만 살아 남은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같

은 집에서 살게 됐어. 그래서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식구가 없이 혼자만 남았으니까 얼른 시집을 가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나 시집 안 간다고 했어. 나이도 아직 어리고 엄마 만

날 때까지 시집 안 간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영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

지 시집을 가라고 하시더라고. (차영화 구술자)

욕구의 좌절은 개인의 목표 지향적 활동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차

단되거나 방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송금희, 김효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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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er. 1968).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들은 학업을 더 진행하고

자 하는 욕구와, 부모의 관심과 보호에 대한 요구 즉, 성장기적 요구가 전

쟁과 가정의 상황에 의해 좌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사회적 시간대가 타의에 의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다.

다.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전쟁동원과 겁탈에의 공포

1930년생인 장수미 구술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을 맞았

다. 1932년생인 정태순은 충주시의 한 산골인 당골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전쟁을 겪었고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상선은 전라도 광주에서 전쟁을 경험

하였다. 이들의 취업경험은 국민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길쌈을 하

며 지냈던 경우(정태순) 국민 학교와 고등학교(2년)를 마치고 바로 ‘남성

전기’ 경리로 취직했던 경우(김상선)로 다르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회

적 맥락 안에서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공통된 화두가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여성은 간호병이나 유격대로 직접 전선에 동원되기도

했고(안태윤, 2014) 후방에서 원호활동과 위문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에도 전쟁 동원의 경험이 나타나 있었다. 직접적으로

전선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자신에 집에 거주하는 병사

들을 지원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하고, 피 묻은 군복을 빨고, 자신

들의 식량을 내주고, 밥을 해서 산으로 나르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국

군 뿐 아니라 인공시기에 자신의 집을 점령한 인민군에게도 이루어졌다.

무조건 그 때는 법이 없어. 무조건 군인들이 와서 밥 하라면 해야 되고. 밥 하라면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와서 이런 큰 가마솥에 밥을 다 하고 동네 남자들은 그걸 가지

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어. (중략) 인민군이 총탄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가지고 동

무 이쪽 아프다 동무 이쪽 좀 고여라 하는데. 그 소리는 지금도 쟁쟁해. 피투성이가

되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게. 그 때 우리 집에서 밥하고, 바깥마당에서 일부는 먹고 막

장 끓이고 그랬고. 닭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잡으래. 그래서 이제 한 끼라도 실컷

먹는 거지. 먹고는 이제 몇 인분은 산으로 가져가대. 그 사람들 준다고. (정태순 구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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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들은 아주 우리 집을 점령 해버렸어. 바보 같은 것들이 전축 같은 것 그냥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거기서는 아마 그런 게 귀했었나봐. 하루 종일 우리

전축을 틀더라고.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개를 보면 또 환장해. 개가 안 남아났어. 그

리고 우리 집이 도살장이 됐어. 마루에다 소를 이렇게 묶어 놓고 도끼로 한 번 치면

될 정도로. 그리고 주위 집이 다 자기들 세상이지. 다 점령해가지고 나가라 하면 나

갔지 뭐 별 수 있어?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김상선 구술자)

또,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인민군의 동원 훈련에 소집되어야 했다.

구술자들은 인민군을 지원하고, 동원 훈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죽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피력했다.

6. 25 처음 터지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 인민군이 여름을

여기서 났잖어. 그 첫 해에는. 그 때는 저녁마다 나가서 인민군 노래를 불렀어. 저녁

마다 가서 빨치산 노래 안 부르면 낙인찍히고 그랬어. 안 끌려가 죽으려면 시키는 대

로 해야지 어떡해. (정태순 구술자)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으로서 전쟁을 겪은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성폭

력에 대한 공포였다. 인민군, 국군, 미군 등 군대의 주둔은 이들의 성폭력

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대시켰다. 구술자들은 군인을 피해 숨어있던 경험

과 안전을 위해 복장과 외모를 위장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국군은 뭐 여자라는 거 보기만 하면 아주 그냥. 잘 따르기도 했고 여자들을 잘

탐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리고 미군들도 사실은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방 안에서

문고리로 다 잠그고 자야 돼. (김상선 구술자)

6.25가 났는데 여자들 막 붙들어 간다고 그래서. 건조실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 담

배를 많이 농사해서. 그래서 거기 꼭대기 가서 숨어 있고 그랬어. (정태순 구술자)

사감이 걸어서 집으로 다 가라고 했어요. 학교는 다 없어졌다고. 인민군들이 다 들

어왔다고. 그런데 그 때 나는 미스(miss)니까 위험하다고 사감 선생님 옷을 벗어줬어

요. 몸빼 입고 수건 두르고. 그렇게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걸어갔어요. (장수미 구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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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술은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 전쟁에서 미군, 인민군, 국군, 경찰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공포감을 체험했다(안태윤, 2007)는 연구결과

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2) 체험에 따른 차이

가. 전쟁체험에 따른 차이 : 상실, 공포, 결핍 그리고 보호

전쟁으로 인한 아동의 트라우마와 적응 행동은 그들이 어떠한 전쟁 경

험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Allwood, Dolan, & Husain, 2002).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경험에 노출되었는지, 아니면 피난이나 배고픔 등의

비폭력적인 경험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외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한국전쟁 당시 아동기를 보냈던 1942년생 세 명의 구술자들에게도

전쟁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억되고 있었다.

세 구술자들 중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큰 김은자 구술자에게 한

국전쟁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아버지가 돌

아가시고 뒤따라 엄마도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는 구술이 뒤

따르는 것으로 보아 가족 구성원의 상실, 즉 아버지의 죽음이 그러한 인

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구술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면장집 딸”로서 꽤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전쟁 발발 직전

에 “지방 빨갱이”가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녀

의 전쟁 경험은 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웠던 삶도 앗아간 ‘상실의 체험’인

것이다. 그녀에게 전쟁은 고스란히 마음의 오지에 남아있던 고착현상이었

으며, 바깥에 존재하는 역사적 과거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내장으로 들

어와 체화된 현재의 사건"3)이었다.

3)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1997, 63쪽 참조. 전쟁이 자신과 관
계없는 외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에게 체화된 경험이며 그것이 생애를 걸
쳐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가족원의 상실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김 
구술자의 구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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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6.25 나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잘 살았지. 잘 살았는데 6.25. 가

내 인생을 망쳤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면장을 하시고 그 때만 해도 설탕 같은걸

마당에다 풀어놓고 동네 사람들 다 갈라 주고 그럴 정도로 우리 집이 부유했어. (중

략) 그러고 이제 잘 살다가 6.25 바로 전에. 지방 빨갱이들이라고 사상자들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위가 있으니까. 위채는 우리가 살고, 아래채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많이 재워줬어. (중략) 나는 일곱 여덟 살이었으니까. 그 해 6.25 나기 전에, 그 때 음

력으로 2월에 지방 빨갱이들이 아래채에 있었나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빨갱이

었나봐.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

어. 아래채 있는 사람도 여러 명 죽고, 다치고 도망가고 그랬나봐. 그 이후에 엄마도

따라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됐지. (김은자 구술자)

북한에서 전쟁을 겪은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

원의 상실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폭격이나 공습 등 폭력적인 경험들에

많이 노출되었다.

비행사가 내려다보고 웃더니 그 다음 번에 비행기가 우리 밭을 지나서 다른 밭에

가서 탄을 막 뿌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밭이 쫙 불이 붙더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뛰

어서 엄마랑 나랑 거기 둑 있는 밭에 가서 풀 뒤집어쓰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비행

기가 가생이로 가더니 다시 오는 거여. 그 감자 밭으로. 근데 우리가 거기 숨어 있으

니 보지 못했는지 그냥 가는 거여. 아…그 때, 전쟁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걸 그때 알

았어. 포탄을 떨군 걸 보고. 우릴 명중해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밭이

아닌 저 짝 밭에 가서 불이 붙고 연기가 막 나더라구요. 그 때 겁이 나서 움직여지지

가 않는 거여. 그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회전해서 오니까. 그 때 전쟁에 대한 공포증

을 그 때 정말 느꼈어요. 되게 실감했어요. (조영순 구술자)

또한 군인들의 죽음이나 시체를 목격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동네의

한 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던 미군을 목격한 경험은 “아직까지도

아플 때 꿈에 나올” 정도로 어린 아이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또한 구술

자의 집에서 몇 달간 같이 지내며 먹을 것도 나누어 먹었던 ‘같은 집 식

구’인 중공군들 중 6명이 북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았다는 이

유로 총살당했다. 그 때 중공군이 총살당하던 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구술

자는 “아이들이어서 무서웠지만 그래도 눈물이 났다”며 당시를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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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전쟁은 뭘 모르던 어린 아이에게도 무섬증이 나던 ‘공포의 체험’

이었으며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

었다.

그 때 저희 또래 아이들은 전쟁이 무슨 그 청일 전쟁인지, 침략 전쟁인지도 모르고

고저 전쟁이라는 그 무서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중략) 하루는 뉘 집 앞을 지나가

는데 흑인이 있잖아요. 흑인이 마룻장에 총을 쥐고 앉았는데 이러카고 앉은 거여. 그

런데 옆을 보니까 피바다여. 피를 흘리고 있는 거여. 그래서 보니까 새카만 사람인

거여.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본 기억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여.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봤어요, 그 옆에 가서. 죽은 상태인데 일단. 이렇게 하고(총을

쥐고 눈을 감은 채) 그냥 죽은 거여. 총에 맞았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그 때는 기억이

안나요. 근데 마루장인데 그저 그 옆에 피가 흥건하더라고. 그래서 그카는데 인민군

대가 쐈는지 누가 쐈는지 중공군이 쐈는지 몰라요. 아무튼 죽었더라고. 근데 제가 한

국에 오니까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전쟁 시기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나면서. 아

한국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를 그 때 제가 실

감을 했어요. (조영순 구술자)

또 전후에 집이 불타서 큰집, 작은집을 합쳐 스물 두 식구가 한 집에

살아야 했던 조영순 구술자는 당시를 “정말 곤란한 시절”이었다고 기억한

다. 사촌 동생들과 바가지를 들고 온 마을을 다니며 식량을 구걸했던 경

험과 하루에 수수죽 한 그릇을 세 끼로 나눠 먹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마저도 아침에 먹고 남긴 것을 학교 가기 전에 감자밭에 숨겨놓

으면 사촌 동생들이 다 찾아서 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약하고 조그맣

게 컸다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생활고가 아동의 최소한의 신체적 발달

조차 어렵게 하였음을 피력하였다. 즉, 그녀에게 전쟁은 ‘결핍의 체험’이기

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점심 안 먹으면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절반만 먹고는

뒤뜰에 가면 감자 심어 놓은 밭이 있었어요. 거기 몰래 가서 감자밭에다 감춰 놓는

거야. 근데 갔다 오면 죽이 없어지면 막 울고 불면서 니가 도둑질해 먹었지 니가 도

둑질해 먹었지 막 그랬어. 사촌 동생들이 우리가 숨기는 걸 막 보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학교 간 새 그걸 훔쳐 먹는 거야. 그렇게 그 때 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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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그래서 내가 그 때 못 먹어서 식구들 중에 제일 조그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키가 크시고, 우리 오빠도 키가 크고 튼튼한데.(조영순 구술자)

반면, “나는 6.25에 대해 상처는 별로 없었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한성자 구술자의 경우에 전쟁은 일상적인 삶을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크

게 타격은 없었던” 사건으로 평가 된다4). 6남매 중 다섯째였던 그녀는 나

이가 어렸기에 겁탈의 공포도 비껴갔고 언니들이 일찍부터 돈을 벌어 생

계를 부양하였기에 자신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언니들이 다 피해를

봤지 오히려 자신은 보호받은 세대라는 것을 피력하였다. 전쟁이라는 극

한 상황에서 자신이 더 “보호받았다”는 한 구술자의 인식에는 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에는 위로 12살이나 차이나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학교도 데려가고 글씨도 알려주었다. 즉, 언

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리5)하였는데 전쟁 중의 극한 상황에서는 어머니

가 자신에게 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즉, 한성자 구술자에게 전쟁

은 어머니의 관심과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는 계기이자 함께 전쟁을 겪은

윗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보호의 체험’이었던 것이다.

나는 학교 들어가서도 언니들이 직장에 다 있고 그래서 국민 학교는 언니가 데리

고 가고 그랬어. 12살 차이야 언니랑. 나하고 오빠는 어리니까 보호받는 저기야. (중

략) 전쟁이 나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아직 어리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썼지. 언니들

보다는. 오빠는 어리기도 했고 남자니까 오빠랑 나랑을 피난 갈 때도 꼭 엄마 옆에

챙기고. (한성자 구술자)

4) 이는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의 경우 모든 면접노인들이 특수한 시대적 사건을 겪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다 지나간 옛 일”로 보다 무심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강유진, 2002)나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미국 노인들이 자신
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서구의 연구결
과(Kaufman, 1987)와 유사하다.

5) 한 부모 하의 대가족에서 좀 더 큰 자녀가 재정, 가사, 아동보호의 요구에 상당한 책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다. 또한 가족위기에서 아동은 보호제공자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재정적 궁핍을 돕기 위한 책임을 갖는다(Walsh, 1998). 이는 전쟁 당시 
구술자들이 대가족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도와 손위형제가 
손아래 형제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적 배경과 형우제공(兄友弟恭)의 가치관(유안
진, 1990)의 지속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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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달 단계가 아동기로 같았던 세 명의 구술자들에게도 어떤 체

험을 했느냐에 따라 전쟁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

인의 삶에 표현되는 방식이 매우 제 각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와 맥을 같

이 한다(강유진, 2002). 동일한 시대, 동일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삶과 그것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쟁 당시 발달적으로 성인기에 있지 않았던 이들이 전

쟁 경험을 “다 지나간 옛 일”로 보다 ‘무심하게’ 평가했다는 연구결과(강

유진, 2002; 2004)와는 다른 해석이다. 발달적으로 성인기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전쟁을 어떻게 체험했는가에 따라 전쟁 경험에 대한 평

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아동기에 있었던 이들이 학

령기나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전쟁을 경험한 이들보다는 대체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고는 하나 가족원의 상실이나 폭력에의 노출, 궁핍한 생

활을 체험한 경우에 전쟁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김은자 구술자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오빠들이 자신을 먹여서 길러준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었다.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전후에는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폭격과 공습으로 인한 공포와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군인과 군인의 시체를 목격한 것은 어린 아동에게 매우 큰 트

라우마였을 것이다. 또한 각기 따로 살던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집이

불타서 모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더 불리해졌

다. 전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평화롭고 안정

된 삶을 앗아가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도록 한 것이다.

나. 돌봄 공백의 유무에 따른 차이: 가족 완충 장치

그렇다면 발달적으로 학령기에 전쟁이라는 괴물과 조우하였던 이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을 겪은 1938년과 1939년생

두 명의 구술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체험을 들려주었다. 구술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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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시점까지 전쟁의 잔상들로 인해 신경증을 앓고 있다는 차영화 구술

자의 경우에 전쟁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한국

전쟁은 그녀에게서 열다섯 명의 가족들과 집을 앗아갔고, 그녀의 등에 커

다란 화상의 흉터를 남겼으며, 자기 손으로 죽은 동생들을 묻도록 했다.

그나마 그 무덤마저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는 서글픔과 죄의식은 현재 앓

고 있는 신경증으로 고스란히 전이되었다. “그야말로 자신을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6)” 전쟁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원한과 슬픔을 남겨놓았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 집 남은 집을 다 불태워 버렸어. 그래서 여기(팔목)하고 여기

뒤에 등하고 다 타버렸어. 아직도 불에 탄 흉터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남았어. 그

때 불이 나서. 불이 나서 뜨거워 죽겠는데 문짝도 다 쓰러지고 방문이 어딘지도 모르

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 때 내가 무슨 정신에서인지 할머니를 내보

내고 동생들도 막 집어 던졌어. 밖으로. 동생들 살리려고 밖으로 그냥 집어 던진 거

야. 우리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왜 불을 태우는 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가 우리 열

여섯 식구 중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다 죽고. 총 맞아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전염

병 나서 죽고. 나만 살았어, 나만.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무서웁고. 하이

고 정말. (중략) 그 난리 통에 그렇게 살아났는데, 지금도 신경성 환자 진단을 받은

게. 할머니 죽고, 동생들도 그렇게 묻었잖아 손수. 누가 묻어줄 사람도 없이. 할머니

묘소도 잃어버리고, 동생들 묘소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게 다 생각이 나고. 내

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지금 집에 혼자 못 있어. 그

래서 내가 이렇게 신경성 환자인데도 일을 다니는 거야.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차영화 구술자)

강원도 인제군에 살던 차영화 구술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백골부대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오빠를 데리고 대를 이으러 피난을 떠났

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할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

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다 할머니와 동생

들마저 병으로 잃고7) 나서는 혼자서 피란길에 올라 “불빛 하나 없는 깜

6) 박완서, 엄마의 말뚝2, 문학사상사, 1981, 82쪽 
7) UNICEF(1996)에 따르면 “전쟁 중에 죽는 대부분의 아동은 폭탄이나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이나 병 때문에 죽는다.” 이는 식량의 부족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차영화의 구술자의 남동생 역시 공습이 있었을 때는 누나인 차영화
가 업고 공습을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후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눈이 멀고 머
리가 빠졌으며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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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한 산길”을 헤치고 다녀야 했다. 부모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보호받

아야 할 나이에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

던 것이다. 어린나이에 홀로 무서웠지만 살아남기 위해 죽은 군인들의 시

체를 뛰어 넘어 딸기를 따 먹었던 이야기는 전쟁이 그녀에게 ‘치열한 생

존의 체험’ 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나 혼자 고개를 넘어서 간 거야. 또 피란을 간 거지 어린애가 혼자. 그런데

산 중에 민가가 안 보이고 밤 되니까 불빛도 하나 없이 깜깜해. 무서워, 무서웠지. 그

래도 무서워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떡해. 그러니까는 밥을 먹었겠어, 뭐했겠어. 힘이

빠졌는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밤중에도 계속 걸어간 거야 계속. 사람이 살아야 되겠

으면 무섭고 뭐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 산 속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산 속

에 딸기가 검붉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따 먹을라고 가면 그 밑에 사람 시체가 군

인 시체가 떡 하니 있고, 또 도라지가 피어서 그거라도 좀 먹을라고 가보면 그 옆에

(사람)뼈다귀가 있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게 몇 번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도 그냥 막 피해서 안 밟고 가

서 딸기를 따 먹고 그러는 거야. 하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산거야. (차영화 구술자)

이에 비해 이정순 구술자는 전쟁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 그렇

게 살았으니 괜찮은” 경험으로 평가했다. 피난 가서 열여섯 식구가 한 방

에서 자야할 정도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경험과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았

던 경험,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박탈의 경험이 있었지만 어머니,

언니 오빠,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공습으로 인해 집 뒤의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야 했던 무서운 경

험도 “노인들이 있으니” 죽을 만큼 무섭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이고. 그 때 6.25 때 방공이라는 거를 파라고 그래서, 뒤란에다가 방공이라고 팠

어. 그거 뭐 덮는 게 뭐 오죽해.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면 사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있고. 위에서 폭격을 하면 바가지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그 때는 죽을 동 살 동 했었지.

(연구자: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 때 뭐 이제 어린애니까 아주 죽을 만큼 무서움을 느끼는 건 아니지. 그저 노인들

이 있으니 빨리 숨으라고 그러면 뛰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였지. (이정순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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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기 다른 체험은 자신의 삶에서 전쟁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

에 영향을 미쳤다. 차영화 구술자와 이정순 구술자는 같은 생애단계에 있

었지만 서로 다른 체험을 했기에 전쟁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

게 평가하였다. 두 구술자의 체험의 뚜렷한 차이는 가족구성원의 상실이

라는 체험이다. 공습과 폭격에 노출되고 피난을 떠났던 경험과 학업의 기

회를 박탈당한 경험은 함께 공유하지만 가족구성원들이 죽는 경험은 차영

화 구술자만이 겪은 것이다. “무서운”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할머니를 비

롯한 다른 가족들의 보호가 있었던 경우에는 “아주 죽을 만큼 무섭지는

않은” 경험이 되며, 혈혈단신으로 혼자 겪었을 경우에는 “아직도 눈물이

날 만큼 무서웠던” 경험으로 평가되고 해석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라는 체험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가족 구

성원의 돌봄의 유무에 따라 전쟁이 미친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김은자 구술자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뒤이어 어머

니까지 여의었지만 오빠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다. 반면, 차영화

구술자의 경우에는 형제들마저 모두 죽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처

지였다. 전쟁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구술자들이 전쟁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가족이 상실을 겪을 때,

구성원들은 자신의 나이, 관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

으며 다양한 범주의 반응을 보인다(Walsh, 1998). 특히나 죽음에 대한 반

응은 그들이 상실한 보살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전쟁 지대에서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성은 폭발, 공중폭격, 폭력적 죽음과 잔학행위를 목격

하며 느끼는 공포와 같은 스트레스의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Walsh,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상실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커다란 상처이며 고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

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은자 구술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완충장치’로서 기능하며 보호를 제공했고 이것이 상실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차영화 구술자의 경우에는 완충장치가 되어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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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도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에서는 전쟁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

전쟁 당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있었던 이들(김상선, 장수미, 정태

순)의 구술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김

상선은 전라도 광주에서, 정태순은 충청도 충주의 산골에서 전쟁을 경험

했으며 장수미는 서울에서 전쟁을 겪었다. 또 당시에 김상선은 국민 학교

졸업 후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길쌈을 하고 있었으며 정태순은 가족의 생

계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전기 회사에 취직했다. 장수미는 전쟁이

일어난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극소수였으며, 상류층에 극한된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장수미 구술자였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기숙사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구술자는 영화를 보러 외출했던 친구들이 “공산군이 쳐들어 왔대”라며 기

숙사로 돌아오면서 전쟁이 발발했음을 알게 되었다.

50년에 6.25가 났고 기숙사였어요 기숙사에 한 100명 있었어요. 그 때 일요일이었

어요. 일요일에 내가 빨래해요. 다른 날은 바쁘니까. 그래서 수돗물이 없어요 옛날 기

숙사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에 모두가 빨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나가서 영화 보고. 일요일에. 그러더니 아침에 영화 보러 간 아이들이 우와 우와 반

울면서 온 거에요 뛰어가지고. 그래서 “왠일이여?” 라고 물었더니 말도 마 38선 터졌

다. 공산군이 침범하고 서울 온다는 거에요. 그러고 극장에서 아나운서 멘트가 그 때

는 국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에요. 국방경비대 경사님들 빨리 부대로 돌

아가시오, 38선이 터졌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랬대요. 그니까 영화 보던 군인들이 큰

일 났다고 막 뛰어가고 대학생들도 뛰어 오는 거에요. 그리고 기숙사 다 집합 했어

요. (장수미 구술자)

장수미 구술자에게 한국 전쟁은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자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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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무서움”을 몸소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인민군은 대학의 학생들을

다 쫓아내고 대학에 주둔했다. 또, 학교의 모든 자원과 물품들을 트럭에

실어 북으로 날랐다.

27일 밤에 인민군 트럭이 와서 군화 신고 기관총 들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학교는

선생님들 다 도망가고 비었어요. 학교도 다 비었고 도망가려고 해도 돈도 없고, 모두

다 기숙사에 있는 거에요. 그랬더니 3분 이내에 나가라 하고 추방당했어요. 3분 이내

에 소지품도 있고 책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위협을

한 거에요. (중략) 우리는 괘씸하잖아요, 그동안에 학교 물건들 다 도난당했어요. 인

민군 트럭이 와서 뭐 무섭게 가져가요. 도서관 책 몽땅 실어요, 군용 트럭에. 그리고

실험 기구 전부 트럭에 실어요. 그다음에 학교 물건 몽땅 가져갔어요. 우리가 도둑놈

아, 도둑놈아 왜 학교 물건을 훔쳐 가냐고 단체로 소리 질렀지만 다 가져갔어요. 이

게 어떻게 북침에요 남침이지, 우리가 눈으로 본 거를. (장수미 구술자)

이 과정에서 장수미 구술자는 자기 또래의 인민 여군을 만난 경험을 이

야기 했다.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얼굴이 하얗고 손이 곱다는 이유

로 인민군에게 뺨을 맞고 지주의 딸이라고 욕을 먹었다는 것이다. 또 재

주 있는 학생들을 꾀어서 납북했던 이야기도 전했다. 그녀의 대학 동기와

미술과의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트럭에 실려 간 뒤, 돌아오지 못했

다. 또, 음악을 전공한 남동생도 납북 당했다. 이로 인해 장 구술자는 친

구,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비극”을 맞이했다.

그러더니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파란 미니스커트 입고 모자 쓰고 동무하면서 악수

를 하니까 뺨을 때려요. 반동, 노동을 안했대,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나보고는 얼굴

이 하얗다고 반동이래요. 지주의 딸이 노동을 안 해서 하얗다고, 반동. 모조리 반동

반동이래. 저는 이거 유전이에요 했더니 대대로 내려온 반동이래요 그래서 얼굴 하얗

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까만 사람은 애국자래, 노동을 해서 그렇대. 대대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손이 부드러워서 반동이고 하얘서 반동이에요. 지주의 딸

이다 죽인다는 거에요.

(중략)

집이 낙동강 쪽인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다 트럭에 태웠어요. 그런데 내

클래스 메이트들 다 그 트럭 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술과 애도 우리 엄마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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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키웠는데 하루 속히 고향에 가야겠다고 트럭 탔는데 이북으로 끌려갔어요. 그런

아이가 많았어요. 의용군으로. 다신 안 돌아와.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

교에 기독교 믿는 학생들, 인민공화국은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다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끝나니까 예배당 앞에 트럭이 기다려요, 납치 당했어요. 또

하나, 남동생이 음감이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피아노도 하고 악기

란 악기 다 만져요. 트럼펫도 하고 브라스번도 했어요. 그런데 기술 있는 학생을 모

조리 납치했었어요. 간호대생 의대생도 납치하고 음악, 미술도 다 납치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하루는 전부 브라스 밴드 모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데려갔어요. 이게 공산

주의야. 우리는 목격하고 느끼고 당한 사람이에요. (장수미 구술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인민군들은 장수미 구술자를 포함한 대학생들이

부유한 지주의 딸이며 노동을 하지 않는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학

교에서 내쫓고, 재주 있는 학생들은 납북했다. 납북 당하지 않고 남은 학

생들은 지주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서울이 수복될 때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목격하고 느끼고 당한 사람”이라는 그

녀의 말에서처럼 이들은 전쟁과 이념 대립의 공포를 몸소 느꼈고 이러한

경험은 삶을 관통하는 반공의식으로 이어졌다. 장수미 구술자에게 인민군

으로 대두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을 학교에서 내쫓고, 감옥에 가두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을 납북한 “무섭고 나쁜 놈들”인 것이다.

반면, 인민군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김상선과 정태

순 구술자들의 경우에는 인민군들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고,

공포심도 가졌지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이 그러

한 인식을 가져왔다. 장수미 구술자와 비교했을 때, 정태순과 김상선은 길

쌈을 하거나 취직을 했기 때문에 “생산 노동자”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이

지주의 딸이라거나 반동분자로 핍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라. 당신네들은

아무리 집에 있어도 우리가 해코지 안 한다 이거라. 안하니까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있

어라 이거라. 솰솰 거리고 댕기지 말고. 댕기다가 오히려 총탄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서 그 소리는 하더라고. (중략) 그래도 사람은 안 해쳤어. 인민군이 그렇게 해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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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어. 빨치산 같은 데는 뭐 죽이고 그러기도 했다는데 우리는 해치지는 않았어.

(정태순 구술자)

또한 이들의 인식에는 “여자들한테는 전혀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경험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구술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으며 북한에서 전쟁을 겪었던 조영순의 경우에도 인민군

이나 중공군은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고 구술했다.8) 특히, 이들이 성폭력

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인민군들은

국군이나 미군과 비교했을 때 “신사적인” 군인이었던 것이다.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막 나더러 약혼하자는 거야 인민군이. 한참 이쁘니까 그러

지. 가만 놔두겠니. 우리 한국군 같으면 벌써 따먹어부렀어. 근데 그이는 그렇지 않

어. 딱 약혼하자고. 그래서 내가 하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것들이 그러더라고. 그

때 부산, 이렇게 남았어. 그쪽 지역으로만 병력이 못 간 거야, 낙동강 그리 못 건너간

거야. 막 약혼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점령해서 점령 끝나고 나면은

서울로 가서 그 때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무서우니까 그러라고 그랬지.

그러고 그렇게 해 놔야 좀 든든하지 않아? 그랬어도 절대 손 안대. 여자들한테. 오히

려 미군들하고 한국군들이 더 문란 했어 풍기는. 그리고 점령을 해서 점령지에서 어

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내려 오는가봐. 정말로 점령지에서 군인들처럼 굴

지 않았어. 아주 그냥 신사적이었어. (김상선 구술자)

이처럼 발달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적군(인민군)을 만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전쟁에 대해 혹은 인민군

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이 다른 체험을 한 배경에

는 이들의 당시 거주지(농촌 혹은 도시), 계층(교육수준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맥락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는 전후에 결혼 적령기를 맞은 이들의 결혼

8)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여자하고 성희롱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
택동의 뜻을 받들어서 국법에 의해 척살한다는 거여” 라는 조영순 구술자의 말에
서처럼 여자들을 범하는 등의 성폭력에 대해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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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농촌에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 전까지 생활했

던 정태순 구술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길쌈을 하다가 올케

의 친정아버지의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중매가 일반적이

었으므로 친정보다 더 산골로 시집을 갔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우리 어머니는 그 대신 길쌈, 집에서 하는 명잡고 명틀고 목화해가지고 씨 빼고,

활로. 그걸로 옷감을 짰거든. 나도 면은 짤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하면 짤 수는 있

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리고 시집은 저기 주덕이라는 데, 산골에서

우리 아저씨를. 그 때는 다 중매지 뭐. 우리 올케 친정 아버지가 중매를 해가지고 만

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산골이야. (정태순 구술자)

반면, 전후에 서울로 올라온 김상선 구술자의 경우에는 “카바레”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결혼을 했다. 당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카바레에 다니고 그곳에서 남편감을 만난 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

했다는 것이었다. 김 구술자는 카바레에 다니면 어머니한테 혼나지 않았

느냐는 연구자의 물음에 엄마가 모르게 했다고 답했다.

우연히 만났지. 어디서 만났냐. 카바레(웃음). 얼마나 재밌었다고 그 때 카바레가.

시대에 따라서 놀면 놀고 할 거 다 해야지, 그거 안했다고 해서 특별히 얌전하고 그

런 거 아니야. 그 때는 그래서 아주 그냥 실컷 놀았지.

(연구자: 엄마한테 안 혼나셨어요?)

엄마한테 안 혼났냐고? 엄마가 알어? 나 남자랑 어울려 노는 거야 나가서 하지 뭐

누가 집안에서 해? (김상선 구술자)

같은 나이임에도 서로 다른 이들의 결혼 과정은 전후의 농촌과 도시에

서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결혼의 과정이 달랐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

한다. “그 때는 다 중매”였다고 이야기 한 정태순의 구술을 통해 당시 농

촌에서는 중매결혼이 일반적이었으며 당시를 “아주 로맨틱한 시대” 로 평

가하는 김상선의 구술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에서는 연애결혼이 성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혼 과정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차이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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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전쟁 중 군인들이 딸을 겁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고리를 걸어

잠그던 어머니가 딸이 카바레에 다니는 지도 몰랐을 만큼 전후의 부모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이다. 윤택림(2010)은 1930년대 생이 연애결혼이 일반

화되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부모의 자

녀에 대한 신체적 통제력이 약해졌음을 들었다. 또한 전후에 학력이 중요

해지는 사회에서 자식보다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는 부모들의 권위가

낮아진 것도 연애결혼이 일반화 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서울에 거주했던 중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정태순

의 경우처럼 중매결혼이 일반적이었던 농촌에서의 결혼에 대한 논의가 포

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는 전후에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신

체적 통제력이나 결혼 상대의 결정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이 존재했던 것이

다.

3) 전쟁체험의 의미화

“이 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가장 큰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에게나 지금 충만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나 모두 적절한 말이

다. 어떤 이에게는 견딜 힘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겸손할 힘을 줄 테

니까.”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p. 10)

구술자들이 자신의 전쟁 체험을 의미화 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다. 동일

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삶에

표현되는 방식이 매우 제 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의 전쟁 이야기

에서는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차영화의 경우)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당한

자로서의 피해의식(김은자, 김상선, 이정순, 장수미, 정태순, 조영순의 경

우)이 보이기도 하였으며, 보호받은 자의 특권의식(이정순, 한성자의 경

우)을 내비치는 대목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쟁체험은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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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오랜 시간 속에서 이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

하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중간의 매개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강유진,

2002). 특히, 가족의 존재와 부모의 양육은 이들이 생태학적 전환을 겪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전쟁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완충시켜주는

완충기제이기도 했다. 즉,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이들에게는 견딜 힘

을 주었으며 보호받은 이들에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는 겸손할 힘을 준 것이다.

2. 내가 받은 양육

1) 전쟁시기의 양육 경험

(1) 아버지의 부재: 가부장제 가치관의 동요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한 존재다. 가정의 윤리와 경제를 담당하

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 아버지는 또한 공동체

의 중심에 서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현

대사가 ‘아버지 부재’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가 지켜야할 윤리나 이념이 해체되거나 붕괴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권희돈, 2004).

구술자들의 아버지는 전쟁 시기에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였다. 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적군에 의해 총에 맞아 돌아가시거나(차영화의

경우), “지방 빨갱이”들에게 죽음을 당하거나(김은자의 경우), 병으로 돌아

가시기도 했으며(김상선, 한성자의 경우), 전쟁을 지원하는 “군인병”으로

소집되어(이정순의 경우) 이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지 못했다.

함경남도 흥원군에서 전쟁을 겪은 조영순 구술자의 피란 이야기에도 아

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폭격으로 집이 불타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

시러 큰집으로 가고 어머니와 구술자를 비롯한 형제들만이 평양으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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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떠났다. 피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집에 폭격이 닥쳤을 때도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시고 어머니와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감자 농장에서 미군의

비행기인 “쌕쌕이”가 날아와 머리 위를 계속 돌아다녔던 경험에서도 이웃

집에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미군을 보았던 경험에서도 그녀를 보호

했던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이제 산골짜기에서 집으로 내려왔을 때(피난 갔다 와서), 아버지가 학교

목수니까, 고급 중학교 그래서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시고. 내려와서 우리 큰오빠는

군대에 가고. 그렇게 사는데. (중략) 새까만 흑인인데. 그 옆에 가기를 모두 무서워하

는 거에요. 그런 거 본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막 무서워서 모두 안 가더라고. 그

카고 나도 옆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꽉 당기더라고요. 그거 봐서 뭘

하느냐고 보지 말라는 기지. (조영순 구술자)

아버지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대리하고,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보

호할 수 있는 남자 형제 역시 부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이어왔던

가장(家長)의 자리 가 비어 버린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에도 큰 오빠는 군대에 가야했다. 차영화 구술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유로 오빠가 먼저 피난을

떠났고 그 후 소식이 끊어졌다. 동생들과 할머니를 돌보는 실질적인 가장

이 된 것이다. 차영화 구술자에게 전쟁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지키려고 했

던 ‘가부장적 가치관’은 결국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분리시켜버린 원망스

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할 가장이 가

족을 버리고 먼저 떠났는데 대를 잇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

다.

우리 어머니하고 작은 집에 작은 어머니하고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 둘

을 데리고 먼저 산으로 올라 가셨지. 아들들만 데리고 피란을 가신거지 동서지간끼

리. 어머니가 이제부터 피난을 가야하는데 오빠들 먼저 데려다 놓고 데리러 오겠다

고. 하룻밤만 니가 동생들 밥 좀 해서 먹이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거죠.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략)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 되도 엄마가 안 와. 사방에 총 소리도 들리고 뭐 옆집이고 뭐고 불에 타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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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 피란을 가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안 오는 거라. 그래서 동생들을 업고 그

때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배나무 밑에 가서 있으면서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언제 오

나 그거 기다렸던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섭고 배고프고 엉엉 울었어. (차영화 구술자)

뿐만 아니라, 군인들로부터 성폭력의 위협을 받는 미혼여성들에게도

“여자들만 있었던” 경험은 이들에게 전쟁이 더 무섭고 위험했던 이유가

되었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울타리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군인들은 그

울타리 틈으로 들어왔고, 결국 모든 가족원이 밤중에 도망을 해야 했다.

6․25라는 것은 군인들이 내려오면 위험한 게 첫째 여자들 아니야. 결혼안 한 여자

들. 우리가 그 여자들 셋이나 있었다고 집에.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안계시지, 엄마가

이렇게(딸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나중에 들은 걸로 하면 인민군들이 이제 우리

집이 길가에 있었다면 차가 지나가고 만세 부르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누군

가 하고 내다보면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나봐. 그래가

지고 밤에 막 인민군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군인들도 오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

(한성자 구술자)

그리고 미군들도 사실은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방 안에서 문고리로 다 잠그고

자야 돼. 그런데 한 번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 거야. 미군 놈들인지. 우리

엄마는 딸들이 여럿이니까 혹시 강탈이나 당하지 않나 싶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말이야 막 뛴 거야. (김상선 구술자)

이처럼 전쟁 시기는 가부장적 지배이론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과도기

적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강용운, 2005). 구술자들의 경우에도, 아버

지가 부재함에 따라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리 수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계를 책임

지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변화였다.

아버지의 물리적 부재는 곧 가치규범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했다. 전통

사회에서의 이상적 부모상은 엄부자모(김지신, 1996; 유안진, 1990)로서,

아버지는 윤리규범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 어머니는 자녀의

심리적 요구에 응하면서 성장을 돕는 역할이 일반적으로 기대되었다. 그

러나 전쟁시기와 전후에는 아버지가 부재함에 따라 자녀가 가치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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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하고 동일화할 대상이 어머니로 축소되었다. 한 마디로,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기본적인 윤리로 상정되던 가부

장적 가치관을 흔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두 얼굴의 어머니: 헌신적이지만 강하고 엄격한 어머니

흥미롭게도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두 가지 다른 모습

으로 묘사되었다. 어머니 이야기는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시집을 간 이후

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주는 어머니” 혹은 “솜씨

좋고 인정 많은 어머니”, “나를 귀하게 키운 어머니”로 묘사 된다. 그러나

유독 전쟁 시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가시나들을 꽉 잡고 사는”

엄격한 모습이나 “내 목덜미를 쥐고 끌고 강을 건너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가족 중에 아버지와 오빠들은 전장에 나가거나 대를 잇기 위해 먼

저 피난을 가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도맡아 실질적

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술자들의 어머니는 미군

이나 인민군들의 겁탈로부터 딸들을 보호해야 했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기

를 업고 떠나는 피난길에서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는 강인해져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구술자들의 기

억에서 전쟁 시기의 어머니는 다른 시기에 그려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

른 모습을 보인다.

한성자 구술자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먹이느라고 별로 먹지도 못

하고 헌신하는 “물만 먹어도 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자식들

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고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해도 절대적인 아군이 되

어주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전쟁 중의 어머니는 낮에

도 딸들은 밖에 잘 다니지 못하게 “가시나들을 꽉 잡아놓고” 살았다. 여

자들끼리 밖에서 놀고 있으면 혼을 냈고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면 혹시나

군인들이 들어올까 봐 문고리를 단속했다. 가끔 문고리를 단속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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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발에 채여 깨는 날도 많았다. 그녀는 당시에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

했는지 “꼼짝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선 구술자 역시 어머니의 딸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보호를 언급했

다. 김 구술자는 밤중에 미군을 피해 경찰서로 온가족이 뒷문으로 도망쳤

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강한 어머니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자다가도 막 그런 공포가 있었어. 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강해

지셨겠지. 늙은이가 있어야지. 그럼. 늙은이 없고 젊은 여자들만 있으면 안 되지. 그

밤에 그렇게 데리고 나갔을 정도면. (김상선 구술자)

김은자 구술자의 어머니는 “인물도 곱고 솜씨도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솥단지에 게장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함

께 나누어 먹는 정이 많으신 분이었다. 전쟁이 나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남아 있어서 피난민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전쟁 중에서도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

성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 뿐 아니라 자신과 무관

한 타인(피난민)에게도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구술자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으로 기억되

는 것은 아버지의 혼백을 지키려고 혼자만 피난을 떠나지 않았던 경험에

서 기인한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의 혼백을 지

켜야 했고, 인민군들이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식들을 대피시

켜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였다. 결국 어머니는 혼자만 집에 남고 자식들

은 피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결정이 전쟁 당시의 어머니를 무섭

게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문과 자식을 위한 희

생이었을 테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선택’으로 남은 것이다.

저녁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동네까지 온다고 피란 가라 그래가지고 쌀, 보

리 같은 거 소 달구지에 싣고 막 갔어. 2km 정도를 갔는데 밤에 막 비가 왔어. 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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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비에 다 퉁퉁 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2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혼백이 있잖

아. 그래서 그걸 싣고 가자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비오니까 혼백 집에 모시라고 자기

는 안 간다고 하면서 안 가더라고.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딸들만 갔다가 다시

왔어. 우리가 2km 5리를 갔다가 아침에 다시 왔지. (김은자 구술자)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조영순 구술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나

를 귀여워하고 나한테 지성이던” 어머니는 전쟁 중에는 “목덜미를 쥐고

끌며” 자식을 보호하는 강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어머니는 평양으로 가는

피난길에 국군을 피해 강을 건너는데 어린 구술자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자 목덜미를 쥐고 끌며 강을 건넜다. 또, 피난민 마을 ‘꼬망터’라는

곳에 살면서 다니던 임시학교에 미군들이 왔을 때, 미군들이 주는 군용식

품에 눈이 팔려 있자 호되게 혼을 내기도 했다. 피난 이후 고향으로 돌아

와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하다가 미군의 “쌕쌕이”가 다가왔을 때도 자신

의 목덜미를 쥐고 비행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한 것

도 어머니였다.

평양 간다고 피난 가는데 강이 있는데 막 건너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한계

산이라고 있는데 국군이 오니까 다 맞아 죽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요. 어

머니는 애기 업고 강을 건너는데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는 거에요. 건너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와서 저를 목덜미를 쥐어서 들어서 건너게 한 거에요.

(중략)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던 깡통을요 얼마 먹지 않고 막 던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집으니까 노랗더라고요. 노란 거. 그러니 빠다 같은 건데. 집어

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 먹어 보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느 순간 어

머니가 막 달려오더라고. 달려와 가지고 나를 여기(목덜미)를 쥐고 막 끌고 가는 거

야.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내 입을 막더니 그 때 옆에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거길 가더니 막 때리는 거여. 야, 저 놈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걸 먹고 있느냐고. 그래서 어매가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맞았어

요, 그 때. 그래 왜 총 한 방이면 다 죽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고 집에 데리고

간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중략) 7월 달 감자 캐러 갔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그런데 거 벌판이거든. 그런데

비행기가 쌕쌕이, B29가 날아오는데 아주 낮게 날아오는 거여. (중략) 그랬더니 엄마

가 나를 팍 쥐어서 비행기 오는 방향 반대로 이렇게 가야된다는 거여. 그렇게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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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면서 막 총 쏘기 땜에 죽는다고 엄마가 막 소리 지르는 거여. 야, 오늘 여기서

엄마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나는 거여. 발이 하도 떨리는데, 어떡해.

발이 떨려서 쪼그마니까 그 때 아이 때니까 어머니를 막 따라갔어. 어머니가 막 여길

잡아채서 가는 거야. (조영순 구술자)

이처럼 전시의 어머니의 모습은 구술자들이 이전에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양가

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늙은이가 있어서” 전쟁 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김상선 구술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들을 위험한 전쟁 상황에서 보호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

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더 엄격하게 자신들을 통제하고, 자녀들만 피난

을 보낸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섭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돌봄 공백, 상실과 결핍의 가족주의적 대응: 가족 완충 장치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적 가치체계는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개인

이나 가족의 안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부재하면서 가족생존에 대한

방어 기제로 강화되었다(백진아, 2013). 앞서 살펴보았듯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주의적 가치체계는 생태학적 전환으로 새로이 적응해야하

는 이들에게 적응의 기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구술자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전쟁 중에 부재했던 오빠를 대

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이나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자녀들을 대

신 길러 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태순의 경우, 오빠의 아들을 데리

고 전쟁 중에 피난을 떠난 것도, 피난 후 돌아와서 장티푸스에 걸린 손자

를 병원에 데리고 다닌 것도 어머니였다.

오빠는 피난을 먼저 가고 올케랑. 엄마가 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갔지. 그래서 나는

조카 업고 언니는 또 누구 업고 그랬어. (중략) 6.25 피란 잘 갔다 오고 그 해 여름이

되니까 막 병이 생기는 거야. 장티푸스, 동네에 돌아. 그래서 우리 조카애가 걸려서

우리 오빠는 학교에 선생 나가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대신 저기 무기라는 데까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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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업고 가가지고 주사만 놓고 오면 그날은 괜찮아. (정태순 구술자)

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김은자의 경우에는 오빠들이 구술자를 대신

길러주었다. 그들은 동생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교육과 보호를 대신

제공해주며 상실과 결핍을 메워주려고 노력했다. 한성자 구술자의 경우에

도, 전쟁 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언니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

신 해서 생계를 부양하고 자신의 학비를 대주었다.

내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여. 그러니까 오빠들 따라 다니면서 컸지. 그래서 내가

작은 오빠 따라가지고 태백으로 따라갔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간 거여. 큰 오빠는

자식들 다 있고 하니까 큰 오빠는 따로 살고. 작은 오빠가 나를 책임 질라고 했어.

정말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시더라고. 부모 없이 커서 버릇없이 크면 안 된다고. 그

래서 이제 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양재학원인가, 거기가 쪼만한 시골인데 거기 댕긴다

고 해서 거기서 댕겼어. 거기서 한 1년 다녔을 거야. (김은자 구술자)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 딸을 여럿 기르는 게 어렵잖아? 아들도 둘

이나 되고. 그래서 언니들이 취직해서 잘 벌어가지고. 광주에 있는 큰 언니도 간호사

하고 그래서 잘 벌어가지고 약국도 하고 그래서 잘 벌어가지고 우리 오빠서부터 나

동생 까지는 그냥 무난히 살았지. 언니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었지. 돈 벌어서 우리

들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었지. 그러곤 나는 그런대로 그냥 언니들 덕분에 고등학교

까지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한성자 구술자)

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가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인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발휘된 것이

다. 역경을 나눔으로써 형성된 강한 형제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제

공하게 되는데(Walsh, 1998), 형제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외상을 회복한

구술자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에서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의 역할

을 대신하고, 장남에게는 가족을 대표할 책임이 무거운 반면 동생들로부

터 공경을 받았다(유안진, 1990). 전쟁으로 인한 성인 남성의 부재로 이러

한 책임과 의무가 어머니나 언니 등 여성으로까지 전가되는 변화를 보이



- 64 -

기는 했지만 가족 단위의 생존을 위해 집안이 결속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해 전쟁 이후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계속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의미화

(1) 전통적 가치관의 수호자: ‘무지랭이 엄마’

자녀가치에 대한 전통적 사고는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조상에게 할 일

을 다 했다든지, 시댁에 할 도리를 다했다는 것 등 주로 친족과 관련된

사고를 의미한다(김혜선, 유안진, 이순형, 이상미, 2001). 이는 유교사회에

서부터 이어진 아들을 낳아 가문이라는 집단적 생명을 보전해가는 어머니

의 역할과 지위가 반영된 것이다.

차영화와 김은자의 구술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대를 잇기 위해 아들만

데리고 피난을 가는 모습,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백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

만 피난을 보내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으로 그려진다. 이 둘은 가문(家 門)

을 수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울타리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공유한다.

따라서 구술자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가치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정태순 구술자의 이야기에서는 “시집가면 끝이다”라는 ‘출가외인’으로서

의 딸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정 구술자는 전쟁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질병으로 죽은 조카를 자신이 복이 없는 탓에 죽었다고 생각

하는 어머니의 미신에 가까운 신념체계에 반감을 드러낸다. 홀로 아이를

낳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의 발로인 것이다. 어머니는 알뜰하고 솜씨가 좋고 길쌈도 잘 하는

좋은 어머니였다. 또 전쟁이 나자 오빠를 “봉리 소은산 피란곳”으로 피난

시켜 대를 보전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하지만 구술자에게 만큼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당시에도 “자기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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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사람은” 친정에서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어머

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위하지 않는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자기 딸을 위하는 사람은 친정에서 데려다가 낳으라고 해. 애기 좀 키워서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쟁으로 손자 잃고, 아들 죽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복이 없는 집안이니까 애 낳고 오면 안 된다. 하고서는 아예 확 단절을 하더

라고. 와서 해주지도 않아. 얼마나 냉정한지. (정태순 구술자)

그럼에도 그녀는 어머니가 “국문도 몰랐”을 만큼 배운 것이 없었기에

미신도 믿고, 요즘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어머니의 행동을 헤

아렸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교육뿐이지만

그것이 어머니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는 것

이다. 또 어머니가 혼수로 만들어 준 솜옷을 입으며 추운 겨울에 산후조

리를 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시골에서는 다 무지랭이지 뭐. 우리 어머니도 무식해서 그런지, 내가 어려서 머리

에 부스럼이 많이 나더래. 요새는 태열 앓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 하도 깔끔해서. 옛

날에는 머리에 부스럼 앓는 애들이 많았어.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낫는다고 그렇게 미

련들을 떨고 그랬대. 그게 미신이지 뭐야. 우리 어머니는 여자는 알뜰하고, 길쌈도 잘

해야 되고, 시부모 동기간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말했어. 여자는 시집가면 출

가외인이라고 거기한테나 잘해라, 그게 이제 교육이었지. (중략) 그래도 우리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솜바지 두꺼운 거를 많이 보냈어. 그래서 솜저고리 솜바지를 하도

추워서 그걸 입었는데 몸이 덜 떨리더라고. 한 번도 안 와봐서 서운했지만은 그래도

그 옷이라도 보내줘서 견뎠지. (정태순 구술자)

(2)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자: ‘여자도 대학 보내는 엄마’

조선시대부터 어머니에게 규범적으로 주어진 또 다른 의무는 자녀교육

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육열은 개인적 학구열이 아니라

가문적 교육열이었기 때문에(신경아, 1998) 어머니는 아들을 교육시켜 출

세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일제 식민지 말기에 나타난 자녀양육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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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어머니 역할9)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남자 형제들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했

다.10) 일제 식민지 말기에 정태순과 조영순의 경우, 오빠는 사범학교를 나

와 교사가 되었다. 장수미의 남동생 역시 대학에 입학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한성자의 경우에는 오빠가, 김상선의 경우에는 남동생이 서울로 대

학을 갔다. 이정순도 중학교를 중퇴한 자신과 달리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전쟁이후의 생활고로 인해 학비는 부담이었고

한 명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했기에 딸들까지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리였다. 따라서 학령기에 한국 전쟁과 조우했던 이들은 진학을 포

기하고 생계 부양에 동참하였다. “그래도 내 나이에 중학교 정도 다닌 애

들 별로 없었다.”는 이정순 구술자의 말처럼 193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기는 쉽지가 않았다11).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김상선과 조영순은 어려운 시절에 자신을 대학

에 보내주었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조영순의 경우에는 시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딸은 대학갈 필요가 없다고 진학을 반

대했지만 어머니와 오빠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지식분자

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

었다.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면 시의원 그런 거는 했어요. 내가 대학 갈 때 아버지는 뭐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하느냐 그랬는데 오빠하고 엄마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내가 중학교 전문학교 다닐 때도 내가 10월에도 걸

9) 안태윤(2001)에 따르면 일제 식민지 말기의 어머니의 역할은 일본이 벌이는 전쟁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군인을 생산할 수 있는 여자로서의 역할이었다. 

10) 전쟁으로 오빠를 잃은 차영화와 부모를 잃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했던 
김화자의 오빠들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11) 일제시기 서울에서 중상층의 생활을 했던 이들도 한국전쟁 후 겪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이 순탄하지 않았다(윤택림, 2010). 해방 후부터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다가 
전쟁 이후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이 연구의 구술자들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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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녔는데 엄마가 저녁이면 마중 나오고 그랬어요. 엄마는 나한테 지성이었어요.

엄마가 나 대학 다닐 때 엄마도 뭐 지식 분자는 아녔지만 내가 방학에 엄마 집에 가

면 음식도 뭐 귀한 거 해주고, 공부할 돈도 마련해 주고. 동생들도 누나 공부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해주고. 오빠도 절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집에 여자 하나인데, 지금

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영순 구술자)

한성자 구술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했지만 대학까지 보내려던 어머니를 “절대적인 아군”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생각도 안했지만 어머니의 권유

로 대학 시험을 치게 되었다. 물론 일찍부터 생산적 노동을 해온 언니들

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대학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대학을 갈 생각이 없어서 공부를 안했음에도 불구하

고, 내가 서울대 뭐 간호대학 그런 게 돈 안 들고 그런 줄 알았으면 거기를 갔었지.

근데 우리 엄마는 대학을 가라고 하더라고 (중략) 이 세상에서 무조건 내 딸이 제일

착하고 제일 잘하고 옳고 바르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 밖에 없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 진짜. 내편, 아군이 없어졌다는 것이 제일 서럽더라고. 절대적

인 아군이 없다는 거. (한성자 구술자)

한성자 구술자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60년대 초반에는 전후 복구 경

제 속에서 산업이 막 발전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자녀교육과 교육적 성공

을 토대로 하는 근대적 어머니 노릇은 1960년대 이후에서야 일반화 되었

다(이재경, 2003). 큰 언니와 12살이나 나이차이가 난다는 그녀의 구술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 또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딸들도 공부시켜야 한다는 근대적 가치관

으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전후에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자녀의 교육적 성

공이 곧 새로운 신분을 만들던 한국사회의 시대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국 가족의 특징인 부모에 의한 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투자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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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08)이므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던 1960년대 초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조영순의 구술에서처럼 북한은 대

학도 교본과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함께 전쟁을 겪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시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은 북한은 교재, 교본 이런 게 다 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을 갔지. 안 그러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조영순 구술자)

(3)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표류하는 엄마

“이것아. 계집애 공부시키는 건 아들 공부시키는 것하고 달라서 순전히 저

한 몸 좋으라고 시키는 거지 집안이 덕 보자고 시키는 것 아니다. 느이 오래

비 성공하면 우리 집안이 다 일어나는 거지만 너 공부 많이 해서 신여성이

되면 네 신세가 피는 거야”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p. 47)

인용한 소설 속 어머니는 딸도 공부시켜야 한다고 시부모 봉제사를 뒤

로하고 딸과 함께 대처로의 출분을 감행하였다. 딸도 아들처럼 똑같이 공

부를 시키겠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양성평등적인 근대적 가치관을 보이

지만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

을 공부시키는 것은 가문을 위한 것이며, 딸을 공부시키는 것은 “신세를

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여성을 공부시킬 수 있었던 중상층의 경우에 만연했음

이 장수미의 구술에서도 드러난다. 장수미 구술자는 1950년대에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동시대 여성들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여자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힘들었고 과마다 20명씩을 뽑지

만 그마저도 절반은 1학년 때 시집을 가버렸다. 여자에게 있어 대학은 좋

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장 구술자의 집에

서도 시집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1년만 대학에 다니라고 했지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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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공부를 계속 했고, 그것이 매우 특별한 경우였음을 피력했다.

이대나 숙대는 한 클라스 20명 뽑아요. 근데 1학년 때 열 명은 시집 가버려. 대학

에 오는 목적이 학문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간판이에요. 1년만 다녀도 결혼식에 가면

“신랑께서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신부께서는 이화 여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간판이 졸업을 안 해도 그러면 되는 거에요. 공부 안 해요. 그

런 시대에요. 그러니까 난 특별하지요. 내가 이렇게 나 역시 집안에서 1년만 다니라

고 그랬어요. 간판이 필요하다. 시집보내려면. 저희 클라스메이트 열 명 다 시집갔어

요. 그리고 20명 중에서 열 명 끝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내 클라스메이트들 절반이

서울대학 교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는 여자가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었으니

까 상대가 서울대학 아니면 군인이에요. 그런 거에요. (장수미 구술자)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조영순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대학을 보낸 것은 진정한 앎에의 추구였기 보다는 좋

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식은 조 구술자가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취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가정환경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헌병 복무하는 그 사람이 오빠한테 소개가 간 거

야. 그래서 오빠가 먼저 만나보고 나한테 전화 한 거여. 이런 사람 있으니까 만나보

라고. 그래 만났는데 내가 맘이 없더라고요(웃음). 사람이 약지 못한 그런 감이 있더

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오빠가 막 노발대발하기가 형편없는 거여. 어디다

대고 그 따위 수작이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가 그러지, 아버지가 그러지, 집식

구들이 그러는데. 어디라고 그 때는 부모가 해준 데를 가야지.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

로 대학 보냈는데 좋은 데로 가야 한다고 그러지. (조영순 구술자)

한성자의 구술에서는 딸이 대학에 가기를 바라면서도 내심 아들의 뒷바

라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어머니가 딸

을 교육시키면서도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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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서울 가서 오빠 뒷바라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뭐 서울 와서

오빠가 중앙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오빠 밥해주려고 왔다니까. 오빠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오빠 치다꺼리를 하기 전에 내가 일이 먼저 생겨가지고. 내가

오빠 뒷바라지를 할 정도고. 그 때서부터는 내가 생활을 유지해 나간거지. (한성자

구술자)

김상선의 구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가치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정에

서 가르쳐 보내야한다는 당시의 가치관과는 달리 딸을 고생시키지 않았다

고 한다. 다른 구술자들이 어머니를 대신 해 동생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등 가사 노동을 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구술 속에는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당시

의 가치관과는 달리 딸을 귀하게 길렀으면서도 한편으로 아들과 차별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아까워서 나를 뭘 안 시켰어. 그게 대대로 내려와서 나도 우리 딸

을 뭘 안 시켰어. 설거지니 밥이니. 시집가면 실컷 할 거 뭐 지금 하냐고. (중략) 글

쎄 우리 엄마는 애정을 상당히 차이 있게 키웠어. 마음에 드는 아들들은 더 이뻐 하

고 그랬어. 근데 난 그게 싫었어.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김상선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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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육 가치의 형성과 내가 한 양육

일제 말부터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살아온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어

머니로서의 삶’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

이다(강유진, 2004). 이 장에서는 ‘억척모성’으로 대두되는 이들의 어머니

역할과 양육관에 전쟁의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이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육 가치의 형성: 전쟁 체험의 영향

일반적으로 생애사 텍스트에서 각 개인에게 죽음, 이별, 상실, 차별, 지

위하락, 배제, 소외 등과 관련된 경험들 중 이후 삶의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생애사적 의미를 가지며 등장한다(이희영, 2005). 이 연구에

서는 자신이 자라온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의미 있는 부분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 가치

관에 드러난 전쟁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1) 생존과 건강: “내 자식들은 배 곯리면 안 되지”

구술자들의 양육 이야기에서는 “밥은 꼭 먹여 보냈다”와 같은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등장한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초기 양육기

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으며 어머니의 가장 주된 임무는 아이들을

‘굶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이선형, 2011)는 기존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애들 밥 먹을 때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서 먹였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잘 먹여야지. (김상선 구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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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거의 다 그랬어. 배고픈 사람이 더 많았지. 그래서 내가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먹여야겠다, 그런 게 많지. 우리는 고생스레 컸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한테는 대물림하면 안 되잖아. (김은자 구술자)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 자식들 기를 때는. 그래도 그 때는 쌀이 돈인데, 집에 쌀은

많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먹이고 길렀지. 우리는 못 먹고 살았어도. 우리 애들

은 잘 먹여서 건강하게 기르려고 했지. (차영화 구술자)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아이를 위한 ‘고유하고 전문적인’ 여성의 노동

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는 사회적 맥락(김은정, 2008)과도 관련이 있다.

즉,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잘 먹여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이

었던 것이다. 한성자의 구술에는 늘 자녀들 곁에 있었으며 자녀를 잘 챙

겨먹였다는 점에서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드러

난다. 공무원이었던 그녀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전업주부로 전향하였다.

우리는 애들 키울 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잖아. 나는 나가본 적이 없어. 애들 점심

때 오면 간식 해줘야 되고 같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집에 없을 때 애들이 오면 마음

이 허전해서 안 되잖아. 나는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하건대 나는 정말 한 번도 애들이

왔을 때 집에 없던 적이 없어. (한성자 구술자)

전쟁으로 인해 동생이나 조카 등 가족을 잃어 본 경험이 있는 구술자들

은 자녀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주제를 많이 언급했다. 전쟁 당시 전염병

과 배고픔으로 죽은 동생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야 했던 차영화 구

술자의 경우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면 “동생들처럼 허망하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추운 겨울에도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아기를 업고 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그 때 열여섯 식구 중에 혼자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땅은 많아서 남들

한테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볏가마니를 받아서 살았지.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은

먹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6.25때 날벼락을 맞아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각만 했지. 이제 내 새끼들은 죽으면 안 되니



- 73 -

까. (중략) 그렇게 먹여서 기르는데도 병이 나면 나는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동생들도

전염병 걸려서 죽었잖아. 그래도 그때처럼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기는

있었어.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없고 저 인제 시내 나가야 있었지. 그래도 어떡해? 추

워도 가야지. 우리 동생들처럼 허망하게 가버리면 안되니까. (차영화 구술자)

1950년대의 도시에는 근대화에 기여할 인적 자원과 부, 권력의 기형적

인 집중이 두드러졌다. 1954년 말, 읍면 인구는 전체의 79.3%나 되었지만,

읍면 전체의 52.6%에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강인철, 2006). 차영화의 구술

에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녀에게 자식은 “전쟁 중에

가족들이 다 죽고”난 후 만난 또 다른 가족이자 삶의 전부였다. 전쟁 때

전염병에 걸린 동생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자식들만큼은 잘 먹여

건강하게 기르겠다는 의지에 반영되었다. 자신이 사는 곳에는 여전히 의

료체계가 부재했지만, 도시에 나가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성자 구술자도 결핵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매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병을 낫게 한 이야기를 한다.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의지는 “기

운 없는 사람도 기운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가난과 정치적

불안정,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 결핍, 높은 유아 사망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던 한국사회상의 반영12)(이재경, 2003)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애가 결핵에 걸렸었어. 내가 우리 아들 정말 키운 것 생각하면 내가 아휴. 우

리 아들이 한 세 살 쯤 되니까 설사를 막 하면서 맨날 살이 빠져. 나중에는 가죽하고

뼈만 남았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애를 한 손에다 안고 버스를 타고 미아리에서 장충동

까지 거의 매일 다니면서 약 먹이고 주사 맞히고 결핵약을 용평에서 받아오고. 그걸

낫게 했다. 그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같이 기운 없는 사람도 기운이 생겨. 한

손으로 애를 딱 안고 양산 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키웠어.

미아리에서 장충동까지 얼마나 먼지 알아? (한성자 구술자)

12) 당시 대학 교수였던 장수미의 구술에서도 가난과 영양결핍 등 전후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드러난다. “UN에서 투자를 한 거에요, 국가사
업으로 영양학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나라 68% 인구가 다 영양실조, 그리고 결핵이었어요. 
영양이 좋아지면 결핵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영양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불려 간 
거에요. 우리나라 쌀 식량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 그래서 농과 교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서 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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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투자: “내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니까”

전쟁은 기존의 신분질서와 계층을 모두 무너뜨렸다(정성호, 1999). 그

가운데 교육투자가 계층상승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던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모습이 구술자들의 양육 이야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구

술자들의 연령과 관계없이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양육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후에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초등학교 졸업생이 급증하고 중고등학

교와 대학교의 서열화가 뚜렷해졌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교육 열기를 시

설과 교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강인철, 2006). 당시 경쟁의 초점은 ‘중학교 입시’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내 중심부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위장전입’이나 ‘과외’

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태순과 이정순의 구술에서도 “좋은 국민학교”에 보냈던 이야기가 등

장한다. 이들은 공부란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태순은 남편의 전근으로 인해 자녀 양육기에 충주

에서 울산으로 거취를 옮겼다. 낯선 곳이었던 울산에서 자녀를 좋은 학교

에 보내기 위한 그녀의 전략은 “그 동네에서 과수원 집 애들만 보내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다. 자신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은 불만이 없었지만, 유독 막내아들은 그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했다.

울산에 딱 갔는데 그 때만 해도 다른 거는 생각 안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좀 나

가자고 시내로 그렇게 말했어. (중략). 그 때 우리 영감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낙도라는 데를 가서 살았어. 그래서 큰 딸하고 큰 아들은

○○초등학교를 넣어서 거기서 졸업하고. 그 때 거기서는 ○○초는 과수원집 애들만

거길 다니더라고. 그때만 해도 내가 뭘 생각했는지 그 집 애들을 따라서 ○○초등학

교를 넣은 거야. 셋째도 대현 초를 보냈더니 지 혼자 가기 싫었던 거야, 누나 형이

졸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동네 애들이랑 학교를 다니고 싶었으니까. 셋째가 가기 싫

다고 버티더니 데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정태순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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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 자녀들이 다 서울로 대학을 가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닌 좋은 초등학교에 보냈던 당시의 선택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정당화 되고 있었다.

뭐 하나 자랑할 게 있다면 그래도 그 때 ○○초 보낸 게 잘 한 거지. 애들 넷이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어. 결혼까지 다 시켜줬어. 나는 자랑할 만한 거는 대학

교수도 있고, 남한테 크게 자랑할 만 한건 없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수가 됐을

때까지 내가 선생한테 막걸리 한 잔 사준 적이 없어. 그거 하나는 내가 자부한다. (정

태순 구술자)

이정순 구술자의 경우에도 결혼 후에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 이야기가 양육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뤘다. 그저 “밥만

먹여서 학교 보냈을 뿐”이라고 자신의 양육을 의미화 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드러나는 “사립학교 보내기”는 ‘맹모삼천지교’를 방불케 한다.

집주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 초등학교에 큰 딸을 “얼떨결에” 따라 보

냈던 그녀는 학교가 집에서 먼 곳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딸을 계속 그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게 했다. 그러다가 딸이 통학에 지쳐서 시력이 나빠

졌고, 집에서 가까운 사립학교를 찾아 전학을 시켰다.

앞집에서 이제 거기 아이도 국민 학교 들어갈 아이가 있었고 그 분이 집 주인이었

거든. 그분이 이제 △△ 국민 학교를 보낸다고 같이 보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래

서 얼떨결에 사립학교를 보낸 거야. 거기서 이제 2학년까지 다니다가 ·10월 달에 성

북동에 왔으니까 학년을 다 못 마쳤잖아. 근데 이제 △△ 국민 학교가 이사를 했거

든. (중략) 학교에서 차를 보내서 일곱 시에 차를 타면 방방곡곡을 돌고 아홉시에 학

교를 도착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학년인데 일곱 시에 맞춰서 차를 타고 가려

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서 그 때 아이가 피곤하고 힘들어했어. 그래서 맨날 약

먹은 병아리마냥 차에서 졸고 그러는 거야. 그 때부터 시력이 나빠진 거라.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지. 그래서 이제 여기 성북동에 오니까 □□학교 부속 사립학교가 있어

서 거기로 전학을 시키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 둘째도 그 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

고. (이정순 구술자)

이러한 전쟁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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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것이 한이 되어 자식들에게 만큼은 교육 투자를 아

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구술자들도 있었다. 차영화 구술자는 전쟁 중

에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야 전쟁이 나면 그

까짓 거 다 없어지더라고.” 라는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물질적 가치

의 덧없음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녀는 휴전 이후 남편과 함께 강원도 인

제에 학교를 세웠다. 그녀는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육에 투자하는 길이라

고 생각했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 보다 그 재산을 학교 세우는 데 보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휴전 되고, 애들이 한 150명이 피난 갔다가 하추리로 왔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이 많은 애들이. 여기 인제가 원래는 이북이었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는 다 미군들이 학교를 지어줬는데 여기는 이북이니까 안 지어준거라. 그래서 여기만

학교가 없었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때 군인이었는데 그 때 근무하던 부대 중대장

을 설득해서 군인들이랑 같이 나무를 베가지고 학교를 지었지. (중략) 그리고 그 때

내가 땅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농사지은 돈 10만환을 보태서 학교를 지었지. 그리고

내가 병사들 밥 다 지어가지고 가져다 나르고 그랬어요. 그거를 모았으면 지금 큰 부

자가 되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생각했으

니까. 그리고 나라가 살려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평생 내 집 한 칸이 없어도 국가랑 이웃한테 보탬이

된다면 쌀 한 톨이라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영화 구술자)

또한 자식들에게만큼은 자신들의 공부 못한 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원래 살던 고향의 땅이 지

금 몇 십 억을 할 정도로 땅 값이 뛰었지만 당시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

집을 팔고 춘천으로 간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했다.

우리가 6.25로 인해서 학교 다니다가 사변이 났거든? 열세 살인가 먹어서? 그래서

영감님도 나주에서 천주교학교 다니다가 거기 학교를 인민군들이 점령을 해서 쫓아

내서 공부를 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한이 돼서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해야 된

다.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돈이 아무리 많아야 전쟁이 나면 돈

그까짓 거 다 없어지더라고. 고향 땅 그거 몇 억, 몇 십 억 한다는데 그런데서 살아

봐야 애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가르친 거지. 우리가 공부를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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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되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야,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중요한 게 서울 가

서 공부 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중고등학교도 춘천으로 전학을 했고, 대

학교는 다 서울로 보냈지. (차영화 구술자)

자녀 양육에서 교육 투자를 강조하는 가치는 ‘치맛바람’이나 ‘촌지’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특히 1942년생들의 양육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김은자 구술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들

이 학교 다닐 때였다고 했다. 김 구술자는 남편이 토목 공사의 감독관이

었기 때문에 소양강 댐 건설, 경부 고속도로, 철도 공사 현장을 따라다녀

야 했다. 열일곱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김 구술자는 이후 대전 근처에 정

착했다. 그 곳에서 구술자의 가족은 “유지 행세”를 하며 살았고, 아이들

학교에 자주 참여하면서 “치맛바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때는 자가용 있는 집 없었어 진짜. 우리 집에 애들이 얼마나 꼬였는지 몰라. 소

파 있지, 텔레비전 있지, 그냥 진짜 문화생활을 우리만 한 거야. 그래서 신탄진에서

우리가 유지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어. 아주 치맛바람도 많이 했지. 내가 치맛바람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나를 엄청 그렇게 만들더라고. 막 오라 카고 뭐

만 있으면 오라 카고. (김은자 구술자)

“치맛바람”이야기는 큰 딸이 공부를 잘 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김

구술자는 딸의 교육을 위해 치맛바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딸이 공부

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했다. 전쟁 때문에 공부를

못한 자신에 비해 공부를 잘하는 딸은 “대견한” 존재였다.

있지. 우리 때는 전쟁 나고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잖아. 근데 우리 큰 딸이

공부도 잘 하고 맨날 일등하고 그래서 서울대 갈 거다 그랬는데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 대견하게. 여자는 대학만 나와도 괜찮다 했을 땐데

도 좋은 데 가서 다행이었지. 큰 딸이라고 많이 챙겨줬지, 쟤 공부할 때는 동생들 조

용히 하라고 막 내가 그러고. (김은자 구술자)

공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은 한성자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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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한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예습과 복습을 꼭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것만 했어도” 자녀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

았다.

지방에서도 공부를 철저히 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애들한테 주

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자식은 또 그렇게 내 마음같이 주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

교 갔다 오면 복습은 알아듣잖아. “복습도 안하고 숙제도 안하냐.” 그런 소리를 몇 번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긴 하지. 그럼 나는 방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숙제

다 했다고 할 때까지. 간식 챙겨주고. 그러고 그것만 했어도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때도 문과에서 하나 들 정도로. 그리고 우리 딸도 여고에서 일등 했잖아. (한성자 구

술자)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애쓰는 어머니

의 모습은 북한에서 자녀를 양육한 조영순 구술자에게서도 나타났다. 그

녀는 자녀를 평양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쌀 20kg을 내야 했던 경험

과 군대에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석유 100kg을 국방부에 내야 했

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북한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큼이나 군

이나 당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위치와 좋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

다. 그러나 군인이었던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뒤 혼자 생계를 부양하던

그녀가 1kg에 한 달 임금인 휘발유를 100kg나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

다.

한 달에 쌀 20kg 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 너를 대학 입학시켜준다 그칸거에

요. 그런데 그 때 제가 남편도 없이 백미 20kg를 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려

와서 그거 얘기 한 거에요. 그 때 항의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불합격이 내려 온 거

에요. 지방대학을 가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니까 내가 치사하고 더럽다

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려고 여기서 말하는

병무청이지요, 거기서는 군사 동원부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니까 좋은 데로 보내줄려

고 하니까 나보고 휘발유를 100kg 내라는 기야. 그 때 북한에서는 휘발유가 피 값이

여. 뭐든지 공장도 돌아가고 하려면 휘발유가 필요한데 휘발유가 없는 기야. 근데 나

보고 그 휘발유를 내라는 거야. 근데 그 때 휘발유가 한 키로에 80원씩 한 달 노임과

같은 그렇게 하는데 휘발유 100kg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영순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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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구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도

자녀의 성공을 위한 투자와 그것을 빌미로 한 부정입학이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쓰는 "권력이 아버지, 돈이 삼촌이다."라

는 표현처럼 성적이 낮지만 부모의 정치, 경제력으로 기부금입학의 형식

으로 입학하는 학생도 있다고 했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녀의 교육 투자를 생존 전

략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어머니와 북한의 어머니가 체제를 뛰어

넘는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내 자식들은 외롭지 않게”

세상 사회와의 연결은 위기 시 가족의 회복탄력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

다(Walsh, 1995).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던 구술자들의 경

우에는 내 자녀는 외롭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자녀를 기르는 데 반

영되어 있었다. “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서 외로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들은 집에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한

김은자 구술자는 자녀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낙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집식구들을 모시

고 산 경험도 힘든 것이 아니라 “잔칫집”처럼 북적거리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였지만 자식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고 자신의 출산과도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우리 시집식구들이 맨날 꼬였어 우리 집에. 친정 조카들도 많이 와 살았어. 주위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우리 집이 잔칫집이었어. 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서 외

로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에 사람들이 버글 거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애들은 외롭

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인데 나는 다섯을 낳았잖아.

(중략) 애들 친구들도 우리 집에 엄청 많이 왔어. 애들이 와서 놀고 그러면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좋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애들이 집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싫어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집에 사람이 많고 그런 게 좋아. (김은자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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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겪으면서 열여섯 식구 중 혼자만 살아남은 차영화 구술자의 경

우에도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외로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의 친척이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따라서 친족들이 제공해야 할 돌봄의 공백을 이웃사촌

이라는 사회적 자원이 대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식구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살아남았을 때 그 무섭고 외롭고 그런 거를 몰라

그래. 나중에 늙어서 또 얼마나 외로워봐야 알 거야. 자식을 낳을 걸 그랬다고. (중

략) 나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거는 다른 애들은 삼촌이 있고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은 나 그렇지. 우리 영감도 나주에서 혼자 올라와서 아무도 없

지. 그런 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웃들이랑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 애들 삼촌 해 주

고 이모 해주고 그렇게 했어. 이웃사촌이란 말 있잖아 왜. (차영화 구술자)

2. 내가 한 양육: 원가족 체험13)의 영향

자녀의 양육 행동과 양육 가치의 형성에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양육 가

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의 행동 양식은 가정 내에서 발견하

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행동양식의 연장, 반동, 보상으로 형

성된다(김지신, 1996; 이문행, 1993). 구술자들 역시 자신이 자녀를 길렀던

이야기를 하면서 원가족에서 체험한 양육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이 장에

서는 구술자들의 양육 이야기에 드러난 원가족 체험의 영향을 분석해 봄

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부족했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가치들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서 지속

되기를 원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3) 앞서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체험”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은영(2010) 은 
자발적 비혼의 과정에 원가족 체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녀는 조용환
(2006)의 “체험은 경험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며 거듭나는 것”이라는 경험과 체험의 
구분에 기초하여, “원가족 경험”대신 “원가족 체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하
지만 “원가족 경험”이 이미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하였고, 본 논문에서도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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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양식의 연장: 엄마처럼

구술자들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연장하고자 했을까? 구술자들은 인심

좋은 어머니,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대학 보낸

어머니의 모습을 새로운 가족에서도 지속하고자 했다.

김은자 구술자는 자식을 기를 때 제일 중시한 것은 “인사 잘하는 것”이

라고 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해야 한다

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가 중시하셨던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도 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옛날에는 집에서 다 배우지. 그 우리는 나는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절

대 남편은 하늘이고 시부모님은 잘 모셔야 되고 이런 걸 배웠잖아. 나도 딸들한테 그

런 거 알려줬지. 그런 거는 첫째라고 그랬지. 첫째 내가 잘해야 시부모들도 나한테

잘하지 내가 못하는데 누가 못 하겄어. 나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쪼만할 때부터 가

르치더라니까 그거를. 인사 잘하라 카고. 그래서 내가 클 때 누구 집 딸 그러면 인사

잘하는 걸로 소문났었어. 그전엔 다 택호로 불렀거든 우리 엄마가 조동댁이었어. 조

동댁 딸 인사 잘한다고 싹싹이라고 그랬어. (김은자 구술자)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강조

했다. 공부를 잘했던 큰 딸에게도 “공부 잘 한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말고 사람들한테 인사 잘 해야 대우 받는다”라고 이웃들에 대한 예의를

가르쳤다. 또한 “인심 좋았던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도 동네 사람들과

자녀들의 친구들에게도 베풀었다.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 겨울에 화롯불에 고구마 같은 것도 얹어놓고 그랬는데 우

리 어머니가 그거를 내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친구들한

테 예쁨 받는다고. 근데 그게 진짜 맞아. 나도 애들 친구들 다 우리 집에 데려와서

다라이 이만한 데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애들 주고, 카레라이스도 해 주고 그랬어. 그

랬더니 우리 애들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김은자 구술자)

김은자 구술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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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

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어릴 때 자랐던 동

네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후 성인기에 새로 정착한 동네에서도 자신이 대

우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자신도 자녀를 기르는 데 이

러한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에게 잘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시댁 식구들에게 잘 해야 한다는 가치관과도 연관이 있

었다. 구술자는 아버지의 혼백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떠나지 않고 남았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는 어머니에 대해 반감을

가졌지만, “남편이 하늘이고 시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봉건적인 질서를

가르친 어머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정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성자 구술자의 경우에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주는 ‘헌

신적인 어머니’였다. 특히나 가장인 아버지가 전쟁 당시 병으로 돌아가시

고, 그 이후에 여섯 남매를 기르면서 어머니는 “물만 마셔도 사는”사람으

로 그려졌다. 사회적 위기 시에 나타나는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성공시켜

야 한다는 희생적인 어머니(신경아, 1998)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한성

자 구술자는 자신 역시 자식을 기르면서 심부름까지 다 해주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기억했다. 또 자신의 어머니도 자식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노릇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내가 애들 유학 갈 때까지 내가 애들 심부름 다 해줬어. 대학교까지 내가 차 몰고

가서 서류 다 해다가 다 갖다 주고. 뭐 사오라고 하면 뭐 다 사다주고. 내가 심부름

다 했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내 속이 시원한 거지. 아들, 딸이

불편해 하면 안 좋은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은 거지. 딸

집까지 내가 사주고. 근데 그렇게 안하면 내가 싫은 거야. (한성자 구술자)

한성자 구술자가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

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성별 분업적인 가

족구조가 있었다. 한성자 구술자는 공무원이었던 취업 경력을 가지고 있

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당시 중산층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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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김은정, 2008), 한 구술자 역시 자녀에게 헌신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반면,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는 북한에서 자녀 양육기를 보냈다. 사회주

의 체제에서는 여자도 노동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했다. 따라서 그녀

는 아이를 낳고도 계속 교사 생활을 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턱 없이 부

족했고, 그 이후에는 아이를 탁아소에 맡겼지만 퇴근 시간이 늦어 탁아소

에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일단 애 낳기 전에 일주일, 그리고 애 낳고나서 한 3주간 출산 휴가를 주고 양육 휴

가라든지 그런 게 일절 없는 거에요. 산전 산후 휴가가 딱 30일이야 북한에는 그 후

에는 좀 늘어났지만은. 그게 여자들도 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체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애를 탁아소에 맡기고. 그 때만해도 거기 학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아

홉시 되야 퇴근하는 거여. (중략) 그러니까 둘째 딸이 다섯 살인데 가서 탁아소에 데

리러 가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는 거여. 큰아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영순 구

술자)

이러한 사정을 당에 알리자 당에서 “직매장 지배인”이라는 새로운 자리

를 주었고, 일찍 퇴근 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에는 여전히 “엄마처럼은 못 해줬다”는 미련이 남았다. 엄마처럼 밥을 제

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곁에서 살뜰하게 보살피지 못했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직매장에서 쫓겨나고 당에서 내준 집까지 빼앗

긴 이후에는 “엄마도 그 어려울 때 나를 대학 보냈는데” 자신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번졌다. 이러한 걱정은 탈북을 결

심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탈북을 감행한 것이다.

내가 우리 엄마가 한 것처럼 애들 밥을 뭐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고 그래서 미안

한 거는 있지만은 내가 잘한 것은 그래도 애들 공부를 시키고, 또 군대를 보내서 떳

떳하게 살게끔 해줬다는 거.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고. 그 돈으로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고 군대 보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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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부시켰던 거 그거처럼 나도 우리 애들 공부

를 시키려고 좋은데 보내려고 애를 썼던 거여. (조영순 구술자)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에 가서 번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

었고, 그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덜었다. 어려운 시절에 자신을 대학에 보냈

던 어머니처럼, 자신도 자식을 위해 식모살이를 하는 희생을 보인 것이다.

한편, 자신이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배운 것이 그것 밖에 없었

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자신의 양육에서도 연장할 수밖에 없

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정태순 구술자의 경우에는 “국문도 모르는 어머

니”가 제대로 된 훈육을 몰랐다고 이야기 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일러줘야 하는데 자신도 그러한 교육을 받

아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녀들과 의논해

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자신이 따라

야 했었던 원가족 체험의 영향으로 자신도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도 교육을 그래 받아서 그런지 내가 후회스러워 그게. 애들을 때릴 때는

때리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하는데 우린 그런 거는 모르고 키웠어. 나는 크게 잘해

준 것도 없고, 그 대신 애들을 때리지는 않았어. 내가 자랑할 만한 건 그래도 애들이

다 대학 나오고 또 대학 교수도 있다는 거. (중략) 애들을 키울 적에는 너는 어디학

교를 갈래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애들

하고도 대화가 없었어. 그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실패야. 그게. 자꾸 대화를 하고 그

랬어야 했는데 그거는 후회스러워 지금도. 애들하고 어려서부터 너는 이렇게 하고 싶

은데 니 생각은 어떠냐, 그런 거를 안했어. 몰라서 못했지 뭐. (정태순 구술자)

정태순 구술자가 아이를 양육한 1950년대 후반에는 모성담론의 강조점

이 보건위생과 훈육에 맞추어져있었다(이선형, 2011). 정태순 구술자가 자

신의 양육을 평가하는 데 있어 훈육 방식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올바른

훈육 방식을 모르고 키웠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 양육에의 실패라고 의미

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으

로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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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술자들은 자신이 닮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자신한테 보여주었던 헌신

을 생각하며 힘든 시기에도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

다. 반면, 자신은 어머니처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가족 체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안정된 삶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 행동양식의 반동: 엄마랑 다르게

어머니의 양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길렀다는 이들도 있었다. 특

히, 아들과 딸을 차별하며 길렀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은 그와

반대로 아들과 딸들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또 전쟁 이후에 부모의 신체적 통제력이 약해졌음을 언급하면서 자

신은 자녀를 더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선 구술자와 이정순 구술자는 어머니가 아들, 딸을 차별해서 길렀

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김상선 구술자의 경우에는 직접

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예뻐했다”고 언급했고, 이정순 구술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엄마와 다르게 아들과 딸 모두를 좋

은 학교에서 공부시켰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엄마는 애정을 상당히 차이 있게 키웠어. 마음에 드는 아들들은 더 이뻐하고

그랬어.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근데 난 그게 싫었어. 그게 싫어서 애들을 그렇

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정말 딸이나 아들이나 상대방이 알면 서운할까봐

그런 차별은 안했어. 똑같이 키웠어. 나는 아주 그게 애들 키우는 모토라고 생각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딨어. 우리 엄마는 옛날 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랐어.

돈 잘 벌고 그러는 자식들을 더 이뻐했어. 그런데 난 그리 안 해. 능력 없고 그런 애

가 더 마음이 쓰여. (김상선 구술자)

그 때는 사립학교가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어.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돈만

내면은 되는데 공립학교 보다는 가르치는 게 달랐지. 그래서 확실하게 두 딸은 사립

학교를 보냈지. 아들도 보냈고. 돈이 많이 안 들기도 했지만 돈이 많이 들었어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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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딸들도 다 사립 보냈을 거야. 우리 어머니야 어려웠을 때니까 오빠만 학교 보냈지

만. (이정순 구술자)

이들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길렀다는 것을 “옛날 사람”이라

서 몰랐기 때문이거나 “어려웠을 때니까” 그랬다고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자신이 자라온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렇기에 자녀 양육 이야기를 남녀평등 가치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상선 구술자는 어머니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기른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다. 대가족 하에서 장녀에게는 어머니의

과중한 노동을 덜어 돌봄의 역할을 보충할 책임감이 부여되었다(김혜경,

2006). 김상선의 구술에서도 장녀로서 돌봄 노동을 보충하였던 경험과 그

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나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동생들을 알려주라고 했

던 것이 자신을 “강하게 키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강하게 키워진 자신의 원가족 체험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손잡고 배워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바쁜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손잡고 배워

주느냐고. 어깨 너머로 봐서 눈치껏 하면 다 알 수 있는 걸 그걸 못하느냐고. 뭐든지

우리는 어깨 너머로 배워야 했어. 애들이 많아서 더 그랬는지. 내가 6남매 중에 둘째

니까. 우리가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운 거 동생들 알려주고 그러라는 거지 뭐. 강하게

키우셨어. (중략) 내가 아까 우리 엄마는 나를 강하게 키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어. 애들 공부할 때 옆에서 책 읽으면서 애들이 뭐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고 못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고 그랬어. (김상선 구술자)

이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20대 초반기를 보내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카바레”

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김상선 구술자는 자신은 엄마 모르게 나가서 놀

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딸은 더 엄격하게 통제하였다고 말했다.

엄마가 알어? 남자랑 어울려 노는 거야 나가서 하지 뭐 누가 집안에서 해?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자식은 엄격하게 키운다? 왜냐. 지가 해봤거든. 그래서 그 세계를 알

거덩,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아니까 자연히 경계를 하는 수밖에. (김상선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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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역할을 학습하게 되고 자라면

서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의 양육 방식을 세대 전

수할 가능성이 크다(김지신, 1996).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받았던 양육 체험에서 당시에 혹은 그 이후에 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했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행동양식의 보상: 엄마보다

전쟁 당시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나, 부모님이 전쟁 중에 돌아가시는 바

람에 양육을 받을 수 없었던 구술자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들은 더 잘 기르려고 노력했다. 공부를 못 한 것이 “한이

되었다”는 차영화 구술자는 자식들만큼은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인제읍에 살던 차영화 구술자의 가족은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춘천으로 이사를 했고, 대학은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으로 지원했다. 서울 비싼 땅에 비싼 집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했던 원가족 체험을 보상해주는 경험

이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니까 한이 되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렇게 돌아다닌 거야. 재산은 못 물려줬지만 후손들 공부하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한

거. 우리가 재산 가지고 뭐 떵떵 거리고 살게는 못 해도 지들 서울에서 비싼 땅에 비

싼 집에, 좋은 데 학교 다니고 거기서 자라날 수 있게 해준 거 그것 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잘 된 거야. (차영화 구술자)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양육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것은 자녀의 결혼, 전셋집 마련, 출산,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

은 자녀가 대학 가고, 결혼 하면서 자신들이 서울에 집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뿌듯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성자 구술자는 “우리 부모들은 경제적인

게 부족했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해줬잖아.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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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은 잡아 줄 수 있잖아. 나는 우리 엄마가 해준 것

보다 더 헌신적으로 해줬다고 봐야지.”라고 말하며 부모가 보여 준 “헌신

이상의 헌신”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했다.

조영순 구술자의 경우에는 딸들을 대학과 군대에 보내기 위해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 그 돈으로 딸들을 시집까지 보냈다. 그녀는 딸들을 위

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돈 보내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2007년

에 한국에 건너 온 그녀의 이야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쥐고 강을 건넜던 어머니처럼 자신도 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와야 했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곁에 있으면서 심리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딸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보상했다.

우리 엄마는 피난할 때 왜 내 목덜미를 움켜쥐고 강을 건넜다 안 해요? 그런데 나

는 그러질 못 했어요. 나만 강을 건넜어요. 물론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즈이들이 안

따라나섰죠. 시댁도 다 반동되고 그러니까는. (중략)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북

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렇고 일 해서 돈 보내는 거 밖에 없어요. 미안한 거는 있

지만은 이렇게 멀리서나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렇

게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내

가 못해줬던 것 까지 다 해 줄 거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봐 주고 그리 할 거에요.

(조영순 구술자)

.

한편, 전쟁으로 인해 오빠와 조카를 잃었던 정태순의 경우에는 어머니

가 “너는 출가외인이고, 나는 아들도 손자도 잃었으니 복이 없어서” 자신

의 산후조리를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서운함을 표현했다. 이러한 이

야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른 집 애 엄마들은 다 친정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는 김은자의 구술에서도 나타난

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은 자녀가 임신했을 때도 이것저

것 챙겨주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를 꼭 해주었다고 하며 자신의 묵은

감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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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리 엄마 냉정하게 한 번을 안 와보고. 땅바닥에 애 낳았다 나는. 혼자. 낳

고 나서 내가 웃방 가서 무명 기저귀 꺼내고, 가위하고 실 꺼내고. 내 손으로 태도

잘랐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중략) 그래서 나는 딸은 첫 아이

낳을 때 내가 병원에 계속 있었고. 아들은 서울에 사니까 애기를 낳았다고 해서 호박

을 이만한 걸 싣고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갔지. 그래서 산부인과 찾아들어가니까 애

기가 누워 있더라고. (정태순 구술자)

딴 사람들은 다 친정엄마가 애기 뱄다고 뭐도 해오고 그러잖아. 그게 그렇게 부러

운 거야, 그러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 내 혼자. 그게 제일 서럽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한이 돼서 나는 우리 애들 시집 다 가고 오십, 육십 되서까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

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 딸들은 꼭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그랬어. 세상에 어쩌면은

머리 하얀 엄마가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아주. 지금도 그 소

리 하니까 눈물이 막. 그게 부러워서 딸들이 뭐가 어쨌다 하면 막 얼른 가서 해주고

그랬어. 친정 엄마가 와서 해줬다 그러면 좋을 거 아냐. 내가 못해봐 가지고. 뭐라도

후딱 해다가 갖다 주고. 셋째 딸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돼지 족발하고 뭐 더덕나

물하고 해서 갖다 주고.내가 못 받아 봐가지고. (김은자 구술자)

이처럼 구술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양육에 대한 반추의 과정

을 거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자신의 양육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그것

을 보상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술자들은 자신이 받지 못했

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원가족 체험을 토대로 자신

은 자녀를 아쉽지 않게 기르겠다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었다.

종합해 보자면 전쟁으로 인한 불리한 생애 경험과 원가족 체험에서 미

처 소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들이 자녀를 기르는 데 직,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가족 체험에서 지속되기를 원했던 가치나 양

육 방식들은 이들이 자녀를 기르는 데에도 연장되었다. 이들이 어머니의

행위 양식의 연장, 반동, 보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양육 행동을 선택하였지

만, 자식들의 안정된 삶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평가하고 보상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자신의 양육 방식에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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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내가 바라본 양육

생애이야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얽혀 있다(유철인, 1998). 즉, 현

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에는 과거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포

함되며, 이렇게 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미래의 삶을 조

망하고 계획한다는 것이다(강유진, 2002). 이렇게 볼 때, 구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 속에서 과거

의 삶과 양육에 대한 이들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양육에 대한 해

석과 앞으로의 양육에 대한 조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손자녀 양육 경험

1) 돌봄 공백의 가족주의적 대응

구술자들은 대부분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었고, 조모로서 손자녀를 돌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봐주는 게 원칙이고 전

통인데” 라는 말에서 이들이 손자녀 돌봄에 기꺼이 관여하였던 배경에는

전통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이 손자녀를

돌보게 된 이유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남에게 손자

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심리적 이유이기도 했다. 특히, 손자녀를 키

우는 것이 ‘재미’였다고 표현하면서 손자녀 돌봄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자

발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어려서는 붙어서 살다시피 했어. 얘네 봐주고 그랬는데. 딸이 맞벌이를 했으니까.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폐만 끼치니까 내가 안 가지, 예전처럼 딸을 도

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갔지. (중략) 엄마도 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할머니

가 봐주는 게 원칙이고 전통인데 요즘은 할머니가 안 봐주려고 하더라고. 친정엄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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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엄마가 봐줘야지 내 자식 귀하고 하지, 남은 아무래도 틀려. 내 자식 얼마나 소중

한 자식이여. (중략) 근데 만약 애를 낳고 손주가 생기고 그러면 귀하고 소중해서 귀

엽고 안 볼 수가 없어, 안 봐줄 수가 없어. 자연히 내 핏줄은. 근데 뭐 봐주고 말고

해. (김상선 구술자)

내가 낮에만 키우고 저녁에는 데려다주고. 그랬고, 친손자들은 애미가 같이 사니까

젖먹이는 거는 애미가 다 먹이고 나는 그냥 업어만 주고 그랬지. 저녁에는 애미 애비

가 데리고 자고 그랬지. 그런데 이쁜 건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뻐. 증손녀 보니까 증

손녀가 더 이쁘더라. 내가 뭐 대단하게 해준 건 없고. 그냥 놀아주고 그러는 재미가

있었지. (정태순 구술자)

반면, 한성자의 경우에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바빠서 손자가 밥을 제

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초등학

생인 손자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구구단을 함께 외우고, 방과 후

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공부를 잘하는 조카를 집으로

불러 손자의 공부를 봐달라고 하기도 했다. 아빠도 엄마도 없는 집에 가

야 하는 손자가 안쓰러워 자신이 대신 길러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가 애를 보니까 애가 하나도 안 크고 가죽만 남은 거야. 그래서 애가 어디가 아

픈가 해서. 누가 보면 딱 아픈 애야 아픈 애. 애가 해를 보고 “할머니 눈이 시려” 그

러는 거야. 애를 밥을 제 때 안 먹인 거야. 그래서 손자를 내가 데려왔지. 그 때서부

터 내가 밥을 잘 먹였지. 내가 아침이면 손 잡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둘이 가면서 구구단 외고. 옛날에 내가 공부하던 식으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다

외웠어. 단어도 외우고 적어가지고 다니잖아. 또, 우리 동생 딸을 데려다가 일주일에

세 번씩 우리 집에서 밥 먹이고, 공부 시키고. 그리고 밥은 수시로 내가 붙잡는 대로

데려다 먹이고 그랬더니 애가 점점 더 좋아졌어. (한성자 구술자)

이렇게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였는지, 비자발적인 참여였

는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생기는 돌봄

의 공백을 자신이 대신 채워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것이 자녀를

돕기 위한 것이였음을 이야기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가문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가치체계로서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며(백진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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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등장한 현대판 가족주의가 가족단위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매

달려야 한다는 가치 규범을 만들었다(강인철, 2006)는 점에서 구술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중

요한 자기 역할인 것이다. 이들이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가족중심

적인 가치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2) 희생에 대한 보상: “부모가 고생하면 그 운을 후세가 받아”

구술자들은 손자녀의 양육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 손자녀를 잘 길렀다고 평가하는 데는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구술자들은 “대학 간 자식이 알아서 손자들 잘 길렀지”라고 평가하면서

“부모가 고생하면 그 운을 후세가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우리 큰 손주가 경기고등학교 중에 영재 반이야 영재 반. 겨울 방학 때 미국 간대

견학으로. 전국에서 23위 안에 들어. 그니까 부모가 고생하면 그 운을 후세가 받는다

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아들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 손주가 그 운

을 다 받은 거야. 우리 딸도 머리를 잘 썼지. 자기가 대학 나왔으니까 알 거 아냐 어

떻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지를. 우리 딸네 첫째도 숙대, 둘째도 이대 다 잘 됐

지. (차영화 구술자)

부모님들이 뭐 공부를 우리를 시킨다고 애써보신 것도 없고 제일 어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뒤를 못 봐줬지. 학교 등록금 내는 것도 어려워서 아침이면 돈 꾸러

다니시고. 그래도 나도 남편 장사가 괜찮게 돼서 애들 뒤를 봐줬고, 우리 손주 들도

다 잘 됐어. 큰 손자는 포항공대 나와서 지금 대학원 월급타면서 다니고. 그렇게 다

고생했지만은 애들이 잘 해주니까 그런 건 괜찮은 거야. (이정순 구술자)

이는 가족주의적 가치, 가족의 성공을 위한 가치가 손자녀의 양육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구술자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 개인의 것이

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불리한 생애 경험을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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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마음의 어머니: 이중적 행위양식

구술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어머니 역할의 강조와 사회활동 제한

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도 딸의 사

회 참여와 성공을 위해서는 손자녀 돌봄이라는 방식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와

여성의 교육 확산, 사회 진출 등의 사회적 변화에 구술자들이 노출되었던

것과, 자녀가 자신보다는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자녀 성공주의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술자들의 가치에 가부장적 의식에 기초한 전통적 성역할관이

나 전업주부로 대두되는 모성담론이 약화되었음에도, 이러한 잣대는 딸에

게만 적용되었다. 아들딸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역할과 관

련해서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관을 견지하고, 그것은 며느리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신 딸에게는 보다 양성평등적인 의식을 교육하고 실

천하는 “두 마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성자 구술자의 구술에 이러한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그녀의 딸은 명

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으로 석사학위를 두 개나 따는 등 자아를 실현하

고 있다. 한 구술자는 딸이 결혼 적령기를 지났음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

지.”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딸은 석사를 두 개 했잖아. 외국에서. 처음에는 몇 번 딸한테 시집가라고 해

보다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갈만한 놈이 있으면 지가 가겠다고 하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결혼 말고도 많은데 어떡하겠어. 요즘은 빨리 결혼 하고 늦게 결혼하고 문제

가 아니고. 애 문제지. 늦게 가도 지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가면 좋지. 그래도 괜찮으리

라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 돈이

있는 사람도 이혼하고 없는 사람도 이혼 하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될 것

같아. (한성자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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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느리의 사회생활과 자아실현은 자식을 기르는 일 보다 중요하

지 않은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음악을 전공한 며느리가 레슨 하러 다니는

것은 구술자의 입장에서 “놀러 다니는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남편과 아이를 챙기지 않는 며느리가 못마땅한 것이다. 특히, 생존이

양육에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던 자신의 양육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식 밥도 안 챙겨주는” 며느리는 한성자 구술자의 입장에서 이해하

기 어려운 처사였다.

우리 며느리가 좀 부실해. 이뻐. 이쁘기는 아주 예뻐. 키도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백점이야 백점. 그래서 뭐 결혼을 했지. 했는데, 정신이 좀 안좋은 것 같애. 애하고

남편한테 밥 해주고 애 돌보고 이러는 것을 몰라. 남편 밥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이런 것을 잘 못하더니. 애한테도 마찬가지야. 요즘 어떤 여자들은 하루 종일 지 새

끼 밥 챙겨 먹이고 간식 해 먹이느라고 시간표 짜놓고 집에서 뭐해 주고 이런 여자

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도 점심도 제대로 못 해 먹이는 여자들도 많아. 저녁엔 놀러

가서 그러는지 뭐하는지 몰라도 참 얼굴보기 어려워요 하여튼 간에. 며느리를 내가

음대를 졸업 시켜줬어. 그랬더니 레슨하러 다닌다고 집에 없어 집에. (한성자 구술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초한 성별 분업관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딸과 며느리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행위 양식을 통해 남편

과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이 이들의 가치관에 남아 있음

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구술자들은 전통과 근대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족의 전환

지점(백진아, 2013)에서 손자녀 양육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가족의 생존

과 복지에 기여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가족 중심적 가치를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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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세대 자녀 양육 평가

1) 저출산에 대한 염려: “나라 없어지면 어쩌려고 아기를 안 낳아”

구술자들은 현 세대의 저출산에 대해 “아기 안 낳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어쩌냐”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자신들이 전쟁을 거치며 “못

먹고 배 곯아 가지고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음

세대들이 자식을 안 낳아서 나라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하

였다. 김은자 구술자는 “전쟁을 겪었다는 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

까, 나라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라고 자신과 같은 세대들을 이

해하며 전쟁을 겪지 않은 요즘 세대가 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안타까

워했다.

우리 밑에 애들이 자식을 얼마 안 낳잖아.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다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나라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대잖아. 그

니까 많이 낳아야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아. 나라 세우는 일이라면 해

야지 그러면서. 우리들은 특히 욕심이 애착이 가는 거야 나라를 살리자는 애착이. 전

쟁을 겪었다는 게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나라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니

까. 이러다가 우리 빚이 얼마니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은 우리 후손들이 어

떡하냐, 이거지. (김은자 구술자)

차영화 구술자의 이야기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자

신은 전쟁 때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자식들

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식구가 없을 때

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가족 확충

기가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맞물렸음을 이야기하며 출산조절운동

이 요즘의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맨날 보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면마다 돌면서 애 못 낳게 하느라고. 산아제한 약

주고, 남편 배란기 5일 곁에 오지 말고 뭐 이런거 가르쳤어. 18년 동안. 요새는 또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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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고 낳으라고 하더라고. 언제는 낳지 말라고 하더니.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라도 식구가 필요한데 요새 사람들은 결혼도 안하고 잘 살고 그러는가봐. 이게 식구

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살아 남았을 때 그 무섭고 외롭고 그런 거를 몰라 그래. 나중

에 늙어서 또 얼마나 외로워봐야 알 거야. 자식을 낳을 걸 그랬다고. (차영화 구술자)

2) 인성교육의 부재에 대한 염려: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해”

구술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황제처럼 자라서 이웃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른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찾았다. 김은자 구술자는 이러한 예의와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엘리베이터 타면 젊은 엄마들 절대 인사 안 해. 그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어

쩌다 엄마들은 인사 안 해도 애들도 인사 하는 애들 있어. 그러면 내가 일부러 참 잘

배웠다, 너 참 엄마 아버지가 잘 가르치나보다 인사도 잘하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

람 되겠다 그러면서 칭찬해줘.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 아니라 반이라도 가르쳐야 되

잖아. 정말로 인사하고 어른 보면 인사해라 카고 이렇게 좀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야

지, 부모가 가르쳐야지. (김은자 구술자)

뿐만 아니라, 할머니나 친척들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 것도 꼬집는다.

“할머니가 봐주는 게 원칙이고 전통인데” 요즘은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애보는 사람이 사고도 내는 요즘” 같은 세상에

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주면 아무래도 남이 돌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기르면 예의

에 대한 가치의 전수가 이뤄진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정순 구술자

는 “우리 세대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인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는

조부모 세대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들은 전쟁 지나고, 보릿고개 넘고 하면서 그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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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

사를 꼭 했어요. 그게 진짜 안녕하냐고 살피는 인사였지. 요즘 애들도 그런 거를 잘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 세대들한테 배워야 돼 그런 거는. (이정순 구술자)

또 몇몇 구술자들은 요즘 세대의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쟁 이후 자신도 자식들에게 무지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공부

를 많이 시키고, 먹는 것도 잘 먹였지만 그 때는 목표가 “공부 잘 해서

대학가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은자 구술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가치가 너무 변질 되어서

“내 자식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공장 보내면 안 돼” 라고 국가

와 사회의 번영보다는 개인적 번영만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대물림하면 안 되잖아.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고 먹는

것도 다 먹여야 되고. 남의 자식보다는 우리 자식이 더 잘해야 되고. 70년도 그 때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그 때는 공부 잘 해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나라를 살

리는 것도 중요했어. 공장이든 산업체든 자부심을 가지고 갔다고. 근데 요즘은 대학

나와서 공장 안 갈라 카잖아. 너도 나도 공부만 하라 카잖아. 펜대 굴리고. 우리가 대

학을 못가서 다 대학 가는 게 좋은 줄 알고 다 보낸 거야 대학을. 우리 세대들이 다

대학을 보냈고, 그 밑에 세대들도 다 그렇게 대학을 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

게 됐나봐. 나라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게. 우리가 뼈 빠지게 나라 만들

어 놨더니 젊은 놈들이 다 망친다고. (김은자 구술자)

장수미 구술자는 요즘 세대들이 전쟁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국가

관이 없어졌다고 보았다. 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영어 수학

등 지식 위주의 공부만 하도록 지도하는 현 세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

했다.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세대인 아이들에게 부모가 나서서 올바른 국

가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부모가 알고 그걸 인지시켜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국가관이 없어져요. 국가관이 없는 아이들이 국가를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공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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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고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6.25. 가

뭐인지, 우리가 뭘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겼어. 그 때 (중략) 아주 비참했

죠. (장수미 구술자)

3) 개인주의 가치관에 대한 염려: “요즘 애들은 참 불쌍해”

구술자들은 요즘 한 집에 한 아이를 갖는 것과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혼자 외톨이처럼 그게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받고 그래야지.” 라는 김상선

구술자의 말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기본적인 사회성 발달

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제자매가 없어서 요즘 아이들이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명 낳으면 안 돼. 못 낳아도 둘은 낳아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서라도 말 대하

고 서로가 협조하고 사는 그런 게 있어야지. 혼자 외톨이처럼 크면 그게 뭐야 도토리

처럼. 사람과 사이에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래야지 동기간에. 싸울 수도 있고 화

해도 하고 그게 인간 세상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집에서 배워야 되는데 혼

자는 뭘 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아요. (김상선

구술자)

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았다. 6.25 끝나고

는 다 어려워서 남의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왔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옆집에 잠깐 맡길 때도 있고 그렇게 다 품

앗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었다. 김 구술자는

이러한 가치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이

기적인 세상에서 살 생각을 하면 불쌍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말 어울려서 사는 그런 걸 가르치면서 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청년

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고을,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거든요? 그럼 이

제 서로 다 알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정말로 무슨 큰일이 있는데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 혼자 못하는 일이 많아요. 6.25 끝나고는 다

그렇게 청년회에서 남의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르르 가서 돕고 그랬어. 그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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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이지. 그 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남의 집 불타고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요. 뭐 이웃끼리 창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도와야 나도 도움을 받지. 내

자식 키울 때까지만 해도 이웃이랑 교류가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

까 애라도 많이 낳아요. 서로 어울려서 협조하면서 살라고. 내 형제간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 있어 뭘 해. 너무 외로워서 안 돼. 내가 자라는 거 생각 해봐요. 요즘

애들이 너무 불쌍해. 걔네가 커서 살 생각하면 또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될지 너무

안타까워요. (김상선 구술자)

종합하면 구술자들은 현 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 몇 가지 염려를 하고

있었다. 저출산, 지나친 지성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 교육의 부재, 그

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의 만연으로 인한 또래나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 등이 이들이 염려하는 주제였다. 이는 이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내재화

한 가치들인 나라에 대한 애착이나 이웃들 간의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가

치, 가족주의 등의 관점으로 현 세대의 양육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



- 100 -

Ⅶ. 결론 및 논의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통해 참여자들을 판단 혹은 평가

하기보다 참여자들의 편에서 그 관점을 옹호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조용환, 2014). 이 연구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전

쟁 체험과, 양육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 이

야기들을 통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앞서 제시한 연구자의 질문

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것이다. 또,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1. 연구의 결론

첫째, 전쟁 경험은 개인이 극복하기 힘든 위기 경험으로, 개인이 어떠한

발달적 시기에 전쟁과 조우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 된다. 또한 같은

발달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체험에 따라 전쟁의 영향을 다르게

해석한다. 전쟁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근접환경, 나아가 거시체

계까지도 혼란시킨다. 즉, 개인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할이나 지위의

전환이 아닌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해야 한 것이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떠나면서 ‘편안한 삶’에서 ‘고생길’로의 전환

을 맞았다. 또한 학업중단으로 인해 ‘학생’에서 ‘생활인’으로 지위가 전환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어떤 발달시기에 있었는지

에 따라, 또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 아동기

에 전쟁을 경험한 경우에는 자신들을 이전세대와 비교하여 ‘보호받은 세

대’라고 의미화 한다. 학령기에 전쟁과 조우한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생

계로 뛰어들어야 했으며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보호를 충분히 받

지 못했다는 ‘성장기적 좌절’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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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의 전쟁 체험은 ‘겁탈에 대한 공포’와 ‘전쟁 동원’에 대한 공포심을 갖

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체험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전쟁 당시 폭력적인

경험이나 가족원의 상실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위기에서 가족들이 완충

제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따라 이들이 전쟁을 의미화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도 전쟁 체험의 차이가 있다. 가족 구성원을

상실하거나 폭력적인 경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쟁이 자신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상처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평가한다. 가족 구

성원을 상실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들의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힘들었지

만 괜찮았던” 경험으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을 겪고, 인민군과 마주한 경우에는 인민군에 의해

수감당하거나 납북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반공사상이 매우 뚜렷하였다. 반

면, 농촌에서 전쟁을 겪은 경우에는 인민군에 의해 집을 점령당하기는 하

였으나, 그 외에 다른 일은 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전쟁의 의미에

계층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동일한 발달 단계에 경험한 사람들이 특정

한 문화나 자의식을 공유한다는 코호트 효과(박재흥, 2003)가 역사적 사건

이나 상황에 대한 노출정도, 경험방식, 반응 양식에 있어 편차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이들이 받은 양육은 아버지의 부재, 두 얼굴의 어머니, 돌봄 공백

의 가족주의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쟁 이후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계속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던 당시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들에게 ‘전통적 가

치의 수호자’ 이자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자’이기도 하였으며 ‘전통적 가치

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표류’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쟁으

로 인한 부권 부재 하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순적인 모습

을 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한 어머니의 가치관이 딸의 정체성 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전쟁 체험과 원가족 체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반영이 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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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체험은 이들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생존과 건강을 중시하고, 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가

족을 만들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한(恨)을 보상하는 양육은 이들의 적응

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원가족 체험은 행위 양식의 연장, 반동,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이들의

양육 경험과 가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식들의 안정된 삶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식의 존재가 노인의 현재의 삶 뿐 아니라

과거의 삶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평가를 아우르고 있을 만큼 삶의 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강유진, 2004)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자식의 존재와 성공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적응유연성

자원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이들이 손자녀 양육과 현세대 양육을 바라보는 데 전쟁 체험, 자

신의 원가족 체험, 자신의 양육 체험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이 살아

오면서 내재화되었던 가치는 이들이 손자녀 양육과 현 세대 양육을 바라

보는 렌즈가 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손자녀 양육의 의미는 부모세대가 못

해준 것을 해주는 것,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 돌봄의 공백을

가족인 자신이 채워주는 것이다. 즉, 가족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마

땅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자기 역할인 것이다. 또한 손자녀의 교육적 성

취는 전쟁으로 인한 자신의 불리한 생애 경험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현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저출산, 인성 교육의 부재, 개인

주의 가치관의 만연 등을 염려한다. 이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국가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현 세대들이나, 자녀

들에게 전쟁이 무엇이었는지를 교육하지 않는 현 세대 부모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모른다고 본다. 자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하면서도, 전후에 생겨난 ‘축소된 가족주의’와 ‘가족단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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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것이 “내 자식만 잘되면 되는”

가족 이기주의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기에 전쟁을 겪은 이들의 가치관에 전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통해 이들은 가족원의 상실을 직접

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으며, 직접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은 응집력을 가졌고, 아버

지의 빈자리를 어머니가 대체하였다. 이로 인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손위

형제들이 채우는 등 가족은 이들의 결핍과 상실, 외상을 완충 시켜주는

완충기제로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착이나, 이웃들 간

의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가치가 내재화 되었고 때문에 가족, 이웃, 국가

보다 개인이 중요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짐

작해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과거 전쟁 경험에 대한 반추의 과정을 통해

현재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첫째, 이 연구는 아동기에 한국 전쟁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

국 전쟁의 체험을 들어보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쟁 당

시 아동기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나 당시의 양육 경험을 살핀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아동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겪어내며, 그 과정에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힌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 경험이 개인이 처한 발달 시기나

사회적 맥락, 또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의미화 되는지를 밝

힐 수 있었다. 즉, 코호트 효과 뿐 아니라 개인의 상이한 경험에 따라 출

생집단(cohort) 효과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밝힌 것이다. 특히 계층은 역사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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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주요 변수(박재흥, 2003)이다. 이 연구는 전쟁 당시의 계층과

거주 지역이 상이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계층과 거주 지역

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전쟁 당시 북한에 거주했던 참여

자들을 포함시켜 북한에서의 전쟁 체험과 남한에서의 전쟁체험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개인의 양육 경험과 가치에는 역사적 맥락, 맥락적 조건 뿐 아니

라 개인적 차원의 원가족 체험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양육 경험에는 전쟁으로 인한 영향과, 이

들의 가족 확충기에 확산되었던 ‘현모양처’나 ‘전업주부’로서의 모성 담론

뿐 아니라 원가족 체험에서 중시되었거나 부족했던 가치들이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특히 가족주의라는 가치는 이들이 전쟁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는 완충기

제가 되기도 했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전략으로

서 지속되었다. 가문을 중시하고 남아를 선호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족주의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가족 단위의 생존’

이나 ‘자녀 성공주의’로 대두되는 ‘축소된 가족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

음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개인에 한정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성원들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토대로 자

신의 양육을 정당화하고 손자녀 양육에 가담하며, 현세대 양육을 평가하

고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전쟁이라는 외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

고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적응유연성의 자원으로서 양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Harvey(2007)는 외상을 극복한 이들의 적응유연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그를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채

우려고 노력했다. 즉,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한(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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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양육이 이들의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한국 여성 노인들의 적응유연성 자원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강유

진, 2004)도 “시대의 희생자”로 살아온 한국 여성 노인들이 삶에 적응하는

데 ‘억척모성’이 중요한 원천이었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이들이 어머니로서 단순히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어머니 역할을 돌아

보는 인지적 과정(Holden & Hawk, 2003)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도 이들의 양육은 불리한 생애 경험으

로 인해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억척모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양육

을 평가하고 더 나은 양육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메타양육

(Meta-parenting)’의 수행자였다는 점을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능동적인

모습은 양육을 통해 과거의 외상 경험들을 극복하는 적응과정을 보여주는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재 우리의 자녀 양육을 지난 세대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구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들을 통해 과거의 삶과 양육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현재의

양육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양육에 대한 조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

의 양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의 불리한 생애 경험들은 정당화되거나

보상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지속해 온 가치들은 현 세대 양육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양육에 대한 조망에 바탕이 되고 있었다. 전통과

근대의 과도기를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현대 세대의 자녀 양육과 가족 문화

를 돌아볼 수 있던 것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생애 경험 뿐 아니라

나, 가족, 사회라는 현재 개인과 상황적 맥락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작용하

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전쟁으로 인한 공포, 죽음, 이별, 상실, 차별, 지위 변화, 배제,

소외 등과 관련된 구술자들의 경험들은 양육을 통해 자녀에게 사회화되고

내재화되었다.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실용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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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모하긴 했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가족 간의 혹은 이웃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가는 가치

를 지속시키기도 하였다.

정(情)과 한(恨)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는 전쟁으로 인해 심

화되기도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5). 이러한 사회심리를 전면적으로 부

인하기 보다는 정과 한의 심리가 갖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애정과 이성의 조화, 의존성과 독립심의 조화,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필요를 시의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양육이 동반

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쟁 뿐 아니라 산업화, 민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여

전히 휴전중인 상태이므로 불예측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불예측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감은 자녀를 그러한 위기에 대비하도록 만들었다. 그

러나 그러한 위기에의 대비가 지나치게 교육열과 교육투자로만 이루어져

왔다14).

우리 사회는 사회질서의 변화에 따라 규범에 의한 양육 행동과 가치가

세대별로 달라졌고,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지나치게 인지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

고 있던 바람직한 양육의 가치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키워나간다면 양육

가치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단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버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

였다가 살아 돌아왔고, 어머니는 2차 전쟁 통에 벽장에 숨어 지냈으며 그 시기에 가족

중에 많은 이들을 잃었다. 그는 부모의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자신에게

전이되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불안을 해소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하자 “예술이

불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교육

을 잘 받고 미래지향적인 면이 전쟁의 아픔을 긍정적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지나친 교육투자와 엄격한 양육태도나 억압적인 교육환경 등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였다(경향신문, 2014 연례기획: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 박사, 2014. 12. 2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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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앞 절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았다. 이 같은 의문들은 동시에 이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첫째, Kaufman(1986)은 노인은 지금의 시점에서 비추어 과거를 재구성

하므로 왜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는지를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서술해

나가기 때문에 사후 해석적인 자기 합리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시점에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들이

중시하였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김은정(2008)은 여성 노인의 생애 구술을 통해 노인의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에서 고령 노인들이 자신이 자녀를 키

울 때는 실제로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1960-70년대 이후 한국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라 자녀 교육과 양육에

매진하는 어머니상을 학습하고, 자신의 자녀양육 양태를 재해석하여 서술

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구술자들도 현재의 관

점에서 자신의 양육을 재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로, 이 연구는 전쟁 당시의 거주지와 계층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들을 표집하고 선정하였지만 전쟁 이후 자녀 양육기와 손자녀 양육기의

거주지와 계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고향은 전국

에 걸쳐 있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한 경

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 변동을 거친 후에도 자신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았던 경우와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는 작

업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세대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라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

움이 남는다. 자녀세대들은 또 부모세대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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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자신이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의 양육 가치와 행동을 어떤 방식으

로 내재화하였는지, 그것이 부모세대의 이야기와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 전쟁의 체험과 당시의 양육이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체험들이 자신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후속연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자의 해석학적 순환

“함께 공유하면 상처가 치유될까.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로부터 마

음이 멀어지길. 바래진 상처를 딛고 다른 시간 속으로 한 발짝 나아

가길.”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p. 211)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부터가 관건이었다. 최대한 다양한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의 삶의 모습

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여기 저기 발품을 팔아야 했다.

모집한 이후에도 ‘생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그

들은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들은 너무 비참한 과거라서 떠올리고

싶지도, 말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몇 달 뒤에야 겨우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고 이

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대한 생애 이야기를 듣

는 것, 특히 그들에게는 낯선 이에 불과한 내가 그들의 아픔에 관한 이야

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때문에 라포 형성을

위해 면담 날짜 전에 미리 방문하여 나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마치 손녀딸의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또, 실제

로 친구와 함께 친구의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면담 이후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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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삶의 경험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모든

삶의 경로를 담아내기에는 나의 분석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너무 부족했

다. 범주화 작업을 수 없이 했지만 내가 이들의 체험을 오롯이 담아낸 것

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럴 때마다 인터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

며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어려움을 딛고 나서, 이 연구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고 그만큼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국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내 곁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나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이고 역사적 사건

인 양, 다 지나가고 잊혀진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던 나를 발견했다. 하지

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한국 전쟁이 그들 내부에 체화된 사건이고

그것이 나와 그리고 우리 세대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나는 예비 조사를 목적으로 1937년생인 우리 할머

니의 생애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강원도 문막에서 전쟁을 겪은 할머니는

전쟁 중 큰오빠를 의용군으로 보낸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 집이 다 불타고 대전으로 피난을 와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 고향이

그립기는 하지만 전쟁 당시를 떠올리면 너무 아프다고 했다. 태어나서 대

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20년간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라는 것

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가족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고, 그

이후 힘들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 한 번도 들으려고도 궁금해 하지도 않았

다.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소설 속에서 만나던 전쟁의 아픔과 비극

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아픔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다큐멘터리 영

화를 보았다. 백발의 부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를 돌아보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할머니가 총 여섯 벌

의 내복을 사는 장면이었다. 아마 내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로서 주목하

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손주들에게 선물 할 내복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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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알았던 나는 내복을 불태우는 장면에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 내

복은 전쟁 시기를 겪으며 죽은 여섯 명의 아이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아이들에게 내복 한 장

사 입히지 못했고, 배고픔과 가난은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갔다.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할머니의 마음에 피맺힌 한으로

남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상처를 묻고 살았다. 또 다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손주 보고 기르면서 살다보니 당시의 힘든 기억과 아픈 상처를

떠올릴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살아남은 자식들에게 더 잘

함으로써 죽은 자식들의 몫까지 보상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팠던 기억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죽는 날 까지 응어리

로 남아 불쑥 불쑥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래도 죽은 자식들에게 내

복을 태워서 보냄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냈다. 마음에 묻어 놓은 상처를 파

헤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저 세상에서라도

엄마가 사 준 내복을 입고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편과 공유

하고 관객들과 공유하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을 것이다.

나의 할머니도, 내가 만난 구술자들도 마음속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하나씩은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쟁

이후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열

심히 살아왔고, 자신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기르는 데 더욱 더 정성을 다

했다. 자녀와 손자녀의 양육은 그들이 상처를 깊숙이 묻게 해주었고, 아픔

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깊숙이 묻어 둔 당시의 상처는 여전

히 꿈속에 나타나기도 했고, “내 인생은 복이 없다”는 인식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탄식을 내뱉기도 했고,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눈물을 보이는 구술자들도 있

었다. 차영화 구술자의 경우에는 전쟁 당시 온몸이 불에 타서 남은 흉터

를 보여주면서 인터뷰 도중에 계속 눈물을 흘려 인터뷰를 잠시 중단해야

했다. 김은자 구술자는 “딸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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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난 후 멋쩍게 웃었다. 인터뷰 후, 다과를 먹으면서 그녀는 내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조영순 구

술자도 자신의 이야기가 글로 나온다면 북한에 있는 딸들에게 꼭 보여주

고 싶다고 했다. 엄마의 삶과 결정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게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다른 이들

의 상처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내가 우리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더 알고 이해하는

한 발짝을 뗀 것처럼, 이 글이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어머니를, 할

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의 길로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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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

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한국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양육 경험과 가치가 어떠한 양상이
었는지를 직접 들어보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육 경험
이 자녀를 기르고, 손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것들이 지속되었고 어떤 것들이 변화되
었는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한국 전쟁 당시 아동기를 보내셨고, 자녀들을 직접 기르시고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으신 총 16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

선 귀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원하시는 장소에서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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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싶지 않으실 때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연

구자가 녹음기로 녹음하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차적으로 면담을 하는데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구자가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후속적으로 전화를 통한 면담이나 2차 면담을 할 수

도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

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 중에 귀하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

답을 강요하지 않으며 귀하가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쟁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의 자녀 양육과 그것이 세대 간

에 어떻게 이어져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연구

원(박영아, 010-7181-1228)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

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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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

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

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0원이 지급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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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

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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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ing Experiences and

Child-rearing Values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Korean War

in Their Childhood:

On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ourse

Narrative Study.

Park, Young a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Korean War

has influenced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ir child-rearing

experiences. Particularly, this study aimed to show the unique aspects

of parenting practices and war experiences of the children during

Korean War by examining early developmental phases. Furthermo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how the participants were raised in

terms of their personal experience during Korean War. Last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war-experienced participants view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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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aring experience as appose to those of the current generations.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and the life course perspective

were selected to examine (1)how a tragic event such as war have

influenced individual’s ecological systems, and (2)how these ecological

changes remained its’ significance through life course of the

participants. The study scrutinized the whol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practices over the life course, and used it as a significant

mean to understand the family and social context in war time.

A total of eight femal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e life

course narrative technique was used in order to record their stories

about their childhood, and then the narrative were recorded,

categorized and analyzed to find out the specific social contexts within

their personal experienc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n

individual cannot fully recover from a war experience because it is

such a dreadful event that changed the whole ecological system of

each individual. This dramatic transition was not simply created by

general or chronical changes in human lives; it was due to a powerful

external force that created tremendous changes in families and society.

These ecological transitions were analyzed as significant since the

individuals interfaced with war environment in their own

developmental stages. Sometimes however, the individuals in the same

developmental stages have analyzed their experiences differently, this

is because each participant had different lived-experience of their own.

The significance of Korean War had different meanings and

consequences to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ir community and

social status; some individuals were exposed to more violence than

others, some experienced loss of the immediate family, and som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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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by families who acted as buffer during the war time.

Secondly, the aspects of parenting represented ‘absent of

fathers’, ‘two-faced mothers’, and ‘family-oriented reaction in the

absent of immediate parenting’. Through these, family oriented culture

was remained and carried down as a traditional value even after the

war time. Also, mothers played role as both ‘a guidance of traditions’

and ‘a creator of new values’ in those times when modernism was

arising after the war. As a result, the mothers were perceived as ones

who are drifting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irdly, the war and the experiencing family-of-origin have

reflected child-rearing practices of the participants. The war

experiences have influenced them to emphasize ‘survival’ and ‘health’

to their offspring. They also learn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through the war experience while their sorrow regrets

were comforted through creating their own family and child-rearing

practices. The experience in family-of-origin have influenced and

formed three significant behavior patterns among the participants:

prolongation, retroaction, and compensation.

Fourthly, the experiences of war, family-of-origin, and the

child rearing practices have affected their views on rearing

grandchildren and current generation’s parenting practices. Furthermore,

the internalized family-oriented values such as unconditional caring

and offering an extra help in raising children have become a lens to

see parenting practices in current generation.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needs of their family and saw themselves

as the ones who fill-in those incomplete spots in order to maintain the

goodness in family. The participants recognized low birth rate, extreme

individualism, and absent of character education as some of th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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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of the current generation’s child-rearing practices.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war has been affecting the values

of the participants consistently. Due to the war, the participants

suffered through anxiety and vulnerability while actually experiencing

loss of family members. And this kind of experience made the families

to bond with each other and act as a buffer in situations where they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such as loss and deprivation due to death

of family members. These values have been extended and influenced

on patriotism, and community relationships. The meanings of family,

neighborhood, and country became more important as appose to

individualistic ideology for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d Korean

War. It is assumed that the participants are looking at the lives of

their own through ruminating the war experien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re is no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d childhood experience or child-rearing experience

during Korean War.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d in finding

various effects of war on children, and providing resources on how

children have interacted with this particular environment during

Korean War. This study also tried to view current child-rearing

practices from the past generation’s perspective, aiming to find out

what we should learn from our traditional values. The study suggests

that finding out those precious child-rearing values that survived

through war may help us to find the keys to solve conflicts and open

the door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enerations.

key words : Korean War, Parenting experience, Child-rearing

values,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Life course narrative

Student Number : 201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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