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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라는 관점, 즉 서로 다른 가족간의 연결 및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산업화 전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고찰 하고자 한다. 미국의 가족사가 쇼터는 세기 말 

이후 서구 가족은 자유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심성적 특성의 변화, 즉 자유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가히 

성혁명이라 할 만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족형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전통과 현대 가족관념의 차이로 인해 전통의 결혼과 현대의 

결혼개념 및 양식이 변모하였다. 이 연구는 쇼터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 1960년대의 결혼의 변모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구학적 통계적 분석을 떠나서 맥락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혼 당사자의 경험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즉,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이해와 의미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 격변기의 문화변동의 담보자인 개인들의 의식변화 및 

적응의 양상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맥락적 분석 방법을 

통해 문맥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가치관, 감정 및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만남, 결혼의 과정과 결혼식의 예절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중심은 19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하려고 

한다. 본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1969년에 권태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동아문화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서 기재되었던 

1960년대 서울시 불광동에서 수집했던 총 12개 심층면접 케이스 

(대상자 총 17명), 그리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찾은 110여개의 

1920-1960년대 신문기사자료다. 불광동은 서울시 교외지역으로 

도시에 살다가 이입하는 이주민들이 많다는 인구적인 특성을 가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여 산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표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가지로 나왔다. 첫째, 1960년대의 결혼 양상을 

보면 세대 차이가 있다. 우선 결혼과정은, 중매혼 사례 2개, 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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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례가 11 개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연애결혼의 사례는 

4개로 나왔다. 면접자료, 문헌과 신문기사 자료를 비교하여 연애결혼과 

부모님이 결혼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젊은 세대와 구세대는 

자유연애에 대해 인식과 생각이 다르게 보인다. 또한, 결혼식의 양태를 

비교하여 1960 년대에 신식과 구식이 동시에 존재하였지만 구식 혼례를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1940년대 이전 결혼 하는 사례다. 젊은층들은 

신식 혼례를 더 선호한다.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1960년대까지, 마을 결혼식은 점점 상업적인 결혼예식장에 의해 

도시에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대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시집살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구세대보다 선호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1960년대가 과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문화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충과 융합의 현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많은 결혼식에서 혼합적인 예절 및 양태가 나타났다. 우선 대표적인 

절충의 사례는 맞선이다. 맞선과 교제 결혼은 전통과 현대 문화의 

절충이라는 것을 발견되었다. 또한, 전통에서 사주, 궁합을 맞추기와 

택일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의미가 달아졌다. 예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점점 의식이라고 여겨진다. 이 뿐만 아니라 함, 폐백, 복장과 

선물과 같은 예절에서도 시대에 수요를 따라 변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1960년대 결혼의 실제적인 양태와 변모에 대해 

파악함을 통해 산업화 전후에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한국 사회의 

변모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들의 경우, 

근대가족은 전통가족과 이분법적 단절로써 취급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가족의 근대적 변형도 특정한 가족상을 향한 수렴의 과정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60년대는 과도적인 

시기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가족생활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변화의 방향과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결혼제도 및 결혼의례 등의 변화에 집중적으로 

접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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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식 및 가치관을 탐색하고 고찰 하고자 한다.

주요어 : 결혼, 1960년대, 맞선, 결혼 예절 
학   번 : 2016-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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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의 열풍이 불던 이른바 ‘개발의 

年代’였으며, 한국의 1960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당 시기에는 

사회의 여러 모습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대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족의 삶, 결혼 형태,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가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가효, 2008: 

418). 그러나 최근 연구들의 경우, 근대가족은 전통가족과 이분법적 

단절로써 취급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가족의 근대적 변형도 특정한 

가족상을 향한 수렴의 과정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시대 및 미군정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급격히 변화한 것이 사실인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적 변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60년대 실제 

사회 모습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라는 관점, 즉 서로 다른 가족 간의 연결 및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산업화 전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생활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변화의 

방향과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권태환, 

1969: 193).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결혼제도 및 결혼의례 등의 변화에 집중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 당사자의 의식 및 

가치관을 탐색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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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및 의식 형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인구학적 통계적 분석을 떠나서 결혼 당사자의 경험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즉,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이해와 의미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 격변기의 문화변동의 

담보자인 개인들의 의식변화 및 적응의 양상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60년대에 집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60년대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결혼시기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 까지다. 이 자료를 통해 일제 이후의 결혼양태와 1950, 

1960년대의 결혼 양태를 비교함으로써 19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 및 모습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중심주제는 그 시대의 각 양상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형태가 

어떤지, 또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개화기에 시작된 외래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 

자유연애의 바람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한 

자유연애 사상이 전통 한국사회의 제도 및 규범과 만났을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라는 1960년대에는 그 시대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였는가? 또한 문화적 가치관 및 

사상의 충돌, 융합은 어떤 새로운 시대의 산물을 창조했는가? 조선시대 

가부장제및 가족중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로부터 개인의 삶의 

선택 및 개인주의의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60년대 불광동에서 수집했던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진실한 모습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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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Laurel Kendall는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결혼 형태와 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Getting married in Korea라는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고, 결혼 당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내용과, 결혼식에서 관찰했던 점을 기록했으며 이를 

서양과 비교하였고, 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이 혼재하던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일들을 

기재했고, 당사자의 경험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 및 가치관을 탐색 

했다. 또한 맞선, 함값, 결혼의 능동적 및 수동적 역할, 결혼 당사자의 

이상형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1960년대 이후의 결혼식은 신식과 

구식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신식의 경우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새롭고 진보적이며 유행하는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식과 구식의 예절을 비교하면서 이 두가지 결혼식 

양식의 관한 상대적인 개념이 생겼다고 한다. 제3장에서 저자는 신식과 

구식 결혼양식, 양태, 예절의 비교함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연구하는 시도를 하였고, 제4장에서는 맞선에 대해 소개하면서 

근대화의 가치관과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통의 지혜(혼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함)와 선진적인 이념(결혼은 사랑의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선택임)을 절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본문은 1960년대 서울시 

불광동의 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의 진실한 사회 모습 및 다양성을 

탐색하려고 한다.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서울시 불광동과 Laurel 

Kendall이 언급한 Righterous town의 1960년대 이후의 결혼 형태를 

비교함으로 그 시대 사람의 결혼 가치관, 결혼 형태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1960년대 사람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직접적으로 서술된 책은 많지 

않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결혼 형태에 대한 연구가 있다. 유가효의 

‘일제시대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변화’라는 논문은 

1960년대 이전,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에 결혼한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시적 관점에서 결혼 

형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이라는 문화적 실천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관적 이해와 의미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 격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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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변동의 담보자인 개인들의 의식변화 및 적응의 양상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유가효, 2008: 4). 논문에서는 18개의 케이스를 수집하여 

노인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일제시기의 사람들이 결혼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줬다. 저자의 주장에서, 일제시기때 법적으로 자유연애를 

허용하였지만 사회구조 및 사람들의 전통사상으로 인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진 못 하였다. 자유연애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자유연애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자는, 그 시대의 자유연애 사상이 간과할 수만은 없는 

영향을 줬다고 주장을 하였다. 해당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 자료를 

이용해 일제시대 이후 결혼한 1960년대 사람들의 경험을 비교하여 

연구해 보려 한다. 1930년의 결혼 예식에 관한 연구논문은 위에 언급된 

자료 외에도 김주희의 ‘일제 후반기 결혼 예식과 혼수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오늘까지 

한국혼례의 변천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일제 후반기 즉 

1930년대와 1940년대 혼례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결혼 예식의 형태와 혼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신식 결혼의 절차와 의미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술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 시기에 한국 결혼 과정을 고찰하여 1960년대 결혼의 양태를 

연관시켜 1960년대의 결혼의 변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김경일 학자의 연구 내용인 중매결혼과 연애결혼, 신식결혼과 

구식결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전통과 근대의 두 측면의 

결혼과정 및 형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적 및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1930년대 이후 과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렇지만, 

결혼과정보다 결혼 당시 배우자의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재혼 

문제를 살펴보며 나아가 결혼 연령의 추이와 결혼의 추세를 검토 하였다.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여 결혼과 조혼 

및 이혼은 그것으로 이끄는 일반적 요인들 이외에 그것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김경일, 2014: 78).

이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 가족의 

기능적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한남제의 『한국가족 제도의 

변화』에서는 가족의 전통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해방 이후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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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황정미의 논문 

‚ ‘가족, 국가, 사회재생산’ 과 김혜경의 ‘역사 속의 가족: 근대 

100년의 한국 가족과 가족론’에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의 

변모의 큰 맥락을 제시했다. 한국은 1960년대 일제시대의 영향과 

미군정의 영항을 받아 자유연애, 남녀 성역할 분업이 시작되었다는 

서술이 있다. 또한, 최재석 학자는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도입했던 미국의 실증주의적 영향이 가족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구학적 자료나 표본조사를 통해 한국가족의 크기, 가족의 

세대별 구성, 가족원의 범위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1960년대 사회가족의 특징을 제시하는 반면, 

개인의 경험을 통해 분석하여 논의하는 질적 측면의 연구 논문은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결혼식 및 결혼 예절을 상세히 기재한 책을 

참고하여 한국 전통 결혼식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배영기의 

‘결혼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결혼의 역사와 전통 결혼문화를 

연구하였다. 혼인 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관습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혼인 풍속은 성리학자 주자가 주장하던 6례에서 기원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역사의 맥락에서 시대에 따른 결혼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며 예절과 결혼 풍습을 연구하였다. 혼인제도의 역사를 통해 

전통에서 근대까지 결혼의 예절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정옥분 ・정순화의 ‘결혼과 가족의 이해’에서, 기본적인 한국가족의 

변화를 알려준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념인 집과 가문에서 근대적인 

도구적 가족이념으로 변화하였다. 5장에서 전통혼례와 현대식 혼례에 

대해 비교를 하였고 혼례의 변화에 대해 논술을 하였다. 

최정혜・구명숙의 ‘결혼과 가족탐구’ 7장에서 전통에서 현대까지 

결혼문화의 변모를 논술 하였다. 또한, 이정덕 김경신 공저 ‘결혼과 

가족의 이해’에서 결혼 의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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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맥락적 분석은 어떠한 텍스트를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텍스트는 인터뷰 내용일 수도 있고 

뉴스, 보도글 일 수도 있다. 문맥 분석의 기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가치관,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법은 여러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문은 1960년대 불광동에서 

수집해 온 자료를 이용해서 문맥 분석의 방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서 

발생했던 가치관의 융합, 공존, 충돌, 절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2가지의 심층면접 사례를 분석하여 만남, 결혼까지의 

과정 및 결혼양식등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1960년대 사람들이 결혼과정의 모습과 비교함으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1960년대의 모습과 자료를 통해서 본 

1960년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 볼 것 이다. 연구 자료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들은 1920-1960년대에 결혼했던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중심은 19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하려고 한다. 

정리하자면, 1960년대의 사회적 배경 보다 1960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일제 말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결혼양식의 변모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해당 자료의 경우 1960년대에 수집된 자료이므로 

자료의 다양성이 충분치 못하며,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2,3차 

인터뷰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960년대 신문기사를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모습과 양상을 파악하고 비교하면서 

맥락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분석 기준 

1. 만남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만남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 데이터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응답자와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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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된 계기, 과정 및 교제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두 번째 연구는 결혼 결정 과정 및 결정권자를 분석하여 결혼이 

형성 될 때 당사자와 사회적 배경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3. 결혼식 양식

마지막으로, 결혼 예식, 결혼 관습, 결혼 장소, 결혼일, 사주, 선물, 

의상 등과 이러한 결혼 예식의 유지 및 변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논의하고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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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통 결혼과 근대 결혼의 이론

제 1 절 이론적 틀

미국의 가족사가 쇼터는 전통과 현대 가족을 비교하여 근대가족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18세기 말 이후 서구 가족은 자유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심성적 특성의 변화, 즉 

자유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가히 성혁명이라 할 만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족이 발생했다고 한다. 즉 혼전 성관계의 자유화 경향과 함께, 

성과 사랑이 결합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결합은 결혼제도와의 연결 

속에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전통과 현대 가족관념의 

차이로 인해 전통의 결혼과 현대의 결혼개념 및 양식이 변모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사회 공동체 친족과 혈통을 중요시 하는것이 아닌 

성과 애정이 우선시 되었다. 이로인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으며, 19세기 후반기 이후에는 근대화라는 기계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는 파편화되었다. 쇼터는 현대사회의 산물인 

낭만적인 사랑 즉, “로맨스” 는 에로틱한 관계에서 자발성과 공감을 

위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로맨스는 자기 탐험과 자기 계발의 수단이며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거부를 상징하였다. 전통의 결혼에서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공동체의 목적이 우선이고 결혼은 도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맨스라는 개념으로 인해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전통적인 가족의 목적을 대체하였다. 애정은 개인의 행복을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만든다. ‘단순히 애정이 결혼 선택의 

주요 근거이기 때문에, 19세기의 구혼은 가족 형성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Carl N Deglers는 배우자의 선택 과정이 가족제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애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는 

19세기의 가족과 결혼의 변화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결혼하여 가족을 조성하기 

때문에 가족 안의 권력과 가족의 사회적인 의미도 변하였다. 

쇼터에 의하면, 전통이란 어떤 특정한 가치나 사물을 일치하게 특정 

기간동안 계속 유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 선택, 

권위에 대한 선호와 자발성보다는 순응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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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와이프를 선택할 때 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 특히 결혼배우자를 

선택할 때 젊은이들은 부모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 세기의 

결혼은 재산과 혈통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현대화란 

구조화되고 변화가 없고 조밀한 전통적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 가치의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집단에 대한 이득보다 자기 

실현이 중요하다. 또한, 단결과 연합보다 개인주의를 인정한다. 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며 혼전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 해체되어 데이트, 

애정, 로맨스와 같은 주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연애 생활과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은 더이상 공동체의 영향에 

벗어난다. 혼인과 연애 관계는 사유화되었다. 전통적 사회에, 

섹슈얼리티는 주로 도구적인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현대사회에서의 성, 연애는 개인의 만족과 자아의 발견을 위한 것이다.

쇼터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예시도 들어가며 

분석 하였다. 근대 생활의 변화는 근대화 촉진이 본질적으로 모든 

곳에서도 비슷하다. 따라서 혼인과 남녀의 결합은 도구적인 행동에서 

감정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주변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핵가족으로 설립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rlene Skolnick 는 

‘Embattled paradise’ 1장’Sentimental Journeys’에서도 미국의 

가족의 변화를 논하였다. 초기의 식민지인 미국에서, 유럽 18세기전의 

상황처럼, 부모의 권력이 한 조직적인 가족의 핵심이다. 복종과 조화는 

이상적인 가풍이다( Arlene Skolnick , 1991: 25). 예전의 미국사회에서 

가족질서와 부모의 권력이 중요하며 가족의 복종와 조화가 이상적인 

가족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화는 

변형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주의의 유산이 남겨졌으며, 이는 미국 

혁명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초기 정착민들의 청교도 공동체주의와 긴장 

상태가 되었다 ( Arlene Skolnick , 1991: 39).  이런 배경하에 사회는 

점점 가족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어 개인적인 경험과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192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1차 성적 혁명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들의 삶도 많이 변화하였다. 이런 여성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도 많아졌다. 가족공동체와 전통의 사회 질서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혼전 성관계의 상황이 증가하여, 양성의 교제가 

자유로워졌다. 이런 환경에서 결혼의 형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동반" 또는 "동반자"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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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정, 우정, 행복과 같은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주제의 여러면에서 

강조되었으며 고안 되었다(Arlene Skolnick , 1991: 20). 가족의 

핵심적인 구조는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여 성별 관계, 가족의 역할과 

기능, 가족 관계의 감정적인 품질과 가족생활등 문화적 의미가 현저하게 

바뀌었다. 이 시대에 애정, 개인의 사생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추구하는 문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결혼의 양태도 바뀌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은 

개화기 이후에 서양문명이 들어오고, 일제시기와 개방 이후에 가족구조 

변화가 생겼으며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 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구-일본-조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적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서구, 일본의 전통 및 서구에서 기원하여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거친 다양한 개념과 실천들의 도입, 갈등, 경합의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적 전유와 모방과 혼성의 복합적인 과정을 

수반했다. (김경일, 2014: 159) 서구의 가족적인 변화를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을 보면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한국에서 근대 가족은 

토착적 전통이 식민지라는 무대에서 서구와 일본 그리고 양자가 융합된 

일본의 근대 가족 개념과 더욱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출현했다(김경일,2014 :160). 따라서 이런 복잡한 양상에서 

한국의 가족 변화 문제를 살펴볼 때 이분적인 입장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양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과도적인 시기의 양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주자의 

성리학이 지배이념이 되면서 장자를 통한 가계계승의 종법사상이 

생활원리로 확산되고 가부장제가 강화 되었다(최재석 1983, 이효재 

2003). 1912년 이래 일제의 가족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서구의 

핵가족적인 가족규범이 소개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새로운 

가족이념들이 부계친족 중심의 전통가족 개념과 충돌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연애결혼과 부부간 애정 등을 강조하는 서구적인 가족개념은 

이미 1910년 말 부터 일본에 유학한 지식인집단을 통해서 시작 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통과 근대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거나 정체된 

극복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역사의 맥락에서 형성,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강혜경, 2014: 100). 미국학자 스테파니 쿤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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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we never were’ 에서 미국의 “황금시대”인 1950년대의 

myth 와 오해를 해명하면서 1950년대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1950년대 또한 마찬가지로 장점, 약점 및 다양성이 있다. 

저자는 이런 사실과 현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에 대한 사상 및 향수로 인해 그 시대는 전통적인 

질서 아래에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따른 분업이 잘 유지되는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1950년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시대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발전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성장 및 안정 덕분에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사람들의 인식에는 1950년대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시대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스테파니 쿤츠는 그 시대의 다른 

모습을 책에서 서술한다. 50년대 사람들이 전통적이지 않고 여러 

생활방식과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많은 개인, 가족 및 단체가 

1950년대의 경제적 번영, 가족 낙관주의 및 사회적 성실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1950년대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아동 복지 및 

가족 경제 보장이 출현했지만 결국 1960년대 우리는 이제 1950년대의 

가족 문화가 비 전통적 일뿐만 아니라 구시대에 비해 도전적 이었던것도 

알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쿤츠는 그 시대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간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전통가족과 현대가족의 중간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이 1960년대의 과도기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것이 본 논문의 

중심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1960년대에 대한 상상 및 오류에서 

벗어나 1960년대 진실한 모습 및 1960년대 사람들이 겪었던 결혼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에 대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래로 사람들의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분위기 등이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그때부터 많은 사회적 변화가 출현하여 과거 전통 

사회에 갑작스런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 혁명 이후에, 한국의 사회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1960년대 이전에 이미 다양한 사회적 변모가 발생했던 것을 인식하지 

못 한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상이 끊임없이 전통 사회구조 및 전통 

가치관과 충돌하고, 상충되고, 통합되고, 재생산되어 그 시대의 특별한 

모습이 형성되었다. 본문에서 1960년대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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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다루어질 것이다.

첫째, 한국의 사회 변화는 산업화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긴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전에 사회적 다양성이 존재하여 1960년대 이후에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둘째, 이 새로운 사상과 전통적 사상이 충돌, 갈등, 융합되어 

과도기의 특별한 모습이 형성 되었다. 이 과도기에 새로운 사랑과 전통 

사상, 생활 양태, 풍습 및 사회구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고,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의 결혼양태에서 

세대차이가 존재하다고 예상하여 이 시기에 특별히 절충과 융합의 

문화도 혼재되었다고 추측을 한다.

제 3 절 연구 자료

본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1969년에 권태환선생님 

작성하신 ‘동아문화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60년대 한국 결혼과 

가족 실태 조사— 불광동 지역중심으로’, 그리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찾은 110여개의 1920-1960년대 신문기사자료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 도시민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주기 위한 

예비의 시도로서 서울시 교외지역중 하나인 불광동에서 임의로 택해진 

3개 지역의 주민들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권태환, 1969: 1). 이 보고서 주제중 

하나는 주민의 가치의식에 관한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족생활 및 

결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권태환, 1969: 712).

이 조사는 서울시 불광동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 불광동은 

이전에는 농촌 지역 이었으나, 서울 시내에서 인구의 이입이 시작 

되었다. 원래 있었던 농민촌의 모습은 새로운 이입자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불광동은 주로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원주민들 살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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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흥주택 형성지 (최초 이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 

3) 4.19촌 (4.19와 5.16이후 행정력의 공백과 약화로 인해 발생한 

무허가 주택지), 초기 인구집중 시기에 형성된지역 (거의 소위 

양식집으로 세면부럭으로 지었던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에 형성된 지역 (갈현동 지역)

4)형성중인 지역. (갈현동 쪽 연신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위에서 언급한 주택지 분류 가운데서 원주민이 살고있던 농민촌에서 

발전한 지역, 최초신흥주택 형성지, 및 초기 인구집중 시기에 형성된 

지역들 가운데 하나씩 총 3개 지역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불광동은 서울의 근교지역으로써 서울에서 이주하러 간 사람들과 각 

지방구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은 중심부 지역과 외부에 위치한 교외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분산현상 (decentralization) 이론에서, 도시의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각 지역에 다원화된 핵으로서 교외지역이 여럿 발생하게 되는 것은 

현대의 도시화 현상이다. 서울도 인구 집중적인 도시인데 급격한 인구 

팽창을 경험하고나서 서울에서 중심부터 분리된 교외지역이 생겼다. 

1955년 이후 서울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인구이동이 나타났다. 교외지역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초기단계인 

도시중에 불광동이 있다. 불광동은 완전히 교외지역으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개발되어 

이미 서울의 교외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1960년 전후에 불광동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 불광동의 

인구이동의 특성은 극소수의 전출과 다수의 전입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말, 불광동에 대중교통수단이 생긴 후에 급격한 인구팽창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불광동에서 거주하던 인구층과는 다른 생활습관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구층이 이주해 들어왔고,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문화와 새로운 서양문명이 혼재하는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다(권태환, 1969)

a. 심층면접 자료 수집방식

이 조사는 주민의 전반적인 도시생활의 연구라는 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관찰과 비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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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이른바 사회인류학적 접근 방법을 미흡하나마 

주로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표를 사용한 형식의 면접방법이 

택해졌다. 이를 적용단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연구대상 지역엔 불광동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탐색조사와 사전조사를 거친 후 

(1967년3월-7월) 임의로(단 부락형성 년대를 고려하여)택해진, 대체로 

40-60가구가 거주하는 3개 지역에 대해 조사표를 사용한 형식적 

면접조사가 두번에 걸쳐(한번은 주민들의 생활상테 및 배경, 행동 

유형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번은 그들의 가치관 및 태도에 관한 것임)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1967년 9월). 당시 원래는 각 

부락 전수 조사를 계획했으나,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각 부락마다 30-40가구에 대한 면접이 실시되었다. 

다음에는 이들 응답자 중 각 부락에서 5명씩 택해진 15가구에 대해 

생활전반 및 행동지향, 가치관, 관습등에 관한 포괄적인 비형식적 

면접이 5-6번에 걸쳐 매번 2-3시간씩 1주일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1967년 10월-11월). 여기서 서울이나 서울 교외지역의 생활 및 그 

주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도로 

표본지역에서의 여러가지 생활 및 가치의 문제와 이의 변화과정을 

다루는데 불과한 것으로 다분히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가설 정립및 

검증단계의 의미를 띈 것이다. 서울시 불광동은 땅값의 상승과 함께 

이곳으로 이동해 온 인구의 층은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 중하에서 

중상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추측된다.

b. 응답자 케이스

1)총 12 대상자의 심층면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2)12개 케이스중에서 6개 케이스의 자녀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3)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사례를 포함해서 총 18개 연구사례가 

있다. 이중 2개 케이스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 하였다.

c. 응답자의 특성

1)전부가 1960년 이후에 불광동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2)10% 는 60-62년에 입주했고, 16% 64-65년 입주했다. 65년 

이후 12%, 66-67년 20%의 비율로 나타났다.

3)이곳의 인구는 남자의 경우 30-39세, 여자 25-3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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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4)75% 사람들은 결혼 이후 타 지역에서 살다가 불광동에 입주했다

5)50% 사람들은 서울시내에서 살다가 입주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당대에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로서 결혼하여 

자기의 생산가족이 단위가 되어 입주한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이다. 

또한, 대부분 서울에서의 생활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체적으로 

70%이상이 결혼 후 이곳에 입주하기 전, 또는 결혼 후 줄곧 서울에서의 

생활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 입주자는 대개가 서울 

출신이며, 이를 통해 농촌배경보다는 도시배경을 갖고 있는 편이 서울 

근교 이주에 더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광동의 이동의 

양상은 이곳이 완전히 서울의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팽창에 

따라 발전한 교외지역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권태환, 1969).

d. 학력

이 조사의 참여자의 학력을 보면, 20대에 비해 30-40대 

연령층에서 대학이상 학력 소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30대와 20대를 비교할때 차이는 더욱 심하다. 여자의 경우도 20대와 

30대에서 대학이상 학력자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 직업

이조사에서 15-19세 연령층이 거의 다 학생층이고, 나머지 20세 

이상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때, 남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업은 사무직으로서 전체의 약 30% 정도 가까이 되고 

있다. 다음에 판매직으로 17%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거의 무직이지만 20-24세 집단에서 

40%가 사무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총110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에 12개 케이스를 

뽑아서 케이스 스터디 사례로 심층면접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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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표 1: 심층면접대상자 자료:

남

편

연

령

아

내

연

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 과정 결혼년도 결혼식

Case C 64 68 기독교

(현재)

중매혼 1916년 구식

Case C 

4명아

들 

모두

선보고, 

목사님 

주례로 

큰아들

1937년

막내아들 

1951년

기독교 

양식

Case D 65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구식

Case E 60 55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1925년 평양에

서 

구식

Case E 

큰아들

35 30 본인이 

연애하였다. 

부모들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했다

1958년 구식

Case 

M

52 무교 초등학교 선을 봤다 구식, 

정식 

절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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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음

Case 

M 딸

예식장

Case 

N

45 신랑집 

기독교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일본식

Case B 50 44 남: 대졸 

여: 고졸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1939년 구식

Case 

H

46 43 무교 남: 대졸 

여:중졸

선보고 결혼 1942년 신식으

로, 

절에서

Case 

H 

시누이 

A

중매혼

Case 

H 

시누이 

B

연애결혼

Case O 43 여: 중졸 구식

Case O 

큰딸

연애결혼, 

부모에게 

소개

1962년 예식장

Case D 41 31 불교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구식

Case J 38 33 기독교 중매로 선을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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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자료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된 신문자료를 

사용하였다. 주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보도다. 신문이 개재된 기간이 

1920-1960년대로 정하여 검색어는 “결혼, 결혼식, 사주, 궁합, 맞선, 

자유결혼, 중매결혼, 연애”등이 있다. 각 보도에서 중요한 본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보고 약혼을 

했다. 

결혼전까지 

연애를 했다

Case F 33 29 무교 남: 대졸,

여: 고졸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예식장

Case I 35 28 무교 남: 대졸, 

여: 고졸

연애결혼 1960년 보통식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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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제부터 1960년대 전 까지 
한국의 가족적 변모

19세기 말부터 천주교, 동학 등에서 남녀평등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독립협회 이후에는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여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구질서는 점차 붕괴되어가고,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조의 유입은 일제에 의한 합병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서형실, 

1994: 4). 서구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수용, 낭만적 

사랑이야기를 담은 소설, 문학과 같은 대중문화으로 자유연애, 

연애결혼에 대한 담론이 많아졌다.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해 신여성이 등장하였다. 이과 함께 

자유연애, 결혼문제와 같은 문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00년 이후 여성교육기관이 세워졌다. 교육의 기회가 열렸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다녀온 여성도 생기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도 많이 생겼다. 특히 1920 년3월에 창간된 “ 

신여자” 에서 일렵 김원주가 “ 신시대 신여자 선언”을 함으로써, 

동경유학에서 돌아온 일단의 신여성들이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서형실 1994: 4). 이들 자아를 발견하며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여 봉건적 유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히며, 

이러한 이유로 자유연애를 옹호한다. 그렇지만, 이런 신여성들은 

봉건사회 및 전통가부장제구조를 변화 시키는 제일 중요한 기반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유연애만 옹호한다. 또한, 

조선시대 조혼의 폐해로 인해 신여성들이 ‘제 2의 부인’ 이나 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제2의 부인의 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결국은 이런 여성들 중에 남자로 인해 상처받고 평생 혼자 사는 

여성들도 있었다.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은 일찍이 1910년대부터 서구 사조를 

접했으며, 그 물결은 1919년의 3.1 운동 이후 현해탄을 건너 조선으로 

밀려들어 왔다. 사회 전반이 이 물결에 횝쓸리면서 결혼에서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상적 결혼과 자유결혼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김경일, 2012: 21). 1920년대의 열광과 들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1930년대에는 근대적 자유결혼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 20 -

생긴다. 이른바 근대 결혼의 형식이 일정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논의 하게 된것이다(김경일, 

2012:46). 연애 지상주의와 같은 열광에서 벗어나서 현실문제를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전통 가족에 대한 유력한 도전자는 개인이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가문과 가장과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은 

일정한 형태로 유지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문이나 가족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선호에 근거한 부부 중심의 근대 가족관이 들어설 여지는 

매우 좁았다(김경일, 2014: 173). 1920년대의 신여성들이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모순에 부딪친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비판 및 공격과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며 결국에 자유연애론까지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수적인 입장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상황은 보수적 유교윤리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 보수적 입장을 가진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일부 지식층 신여성들은 

자신들의 다른 신여성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텔리여성으로 

불렀다. 이 상황과 같이 정서적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부중심성을 보여주는 일본의 가정문화도 소개 되었다. 앞에 말하였던 

“신여성”의 이념이 1930년대 여성들의 자아의식 및 자유연애 

지상주의보다 가정역할 및 양처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와같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전통적인 부계적 대가족제도에 대한 

옹호론과 갈등하면서 절충적인 핵가족론이 등장하는 등 가족에 대한 

복합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게 되었다(김혜경, 2014: 104).

해방 이후,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미국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 

시대에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인해 한국 

내부에 미국문화가 급속히 퍼져 유행하게 되었다. 대량의 미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한국에 유입되고 이로 인해 미국문화의 모방과 수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50년대의 가족담론을 분석한다면 당시의 

가족법은 전통적인 관습존중론과 근대적인 남녀평등론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절충적인 시도였다고 하는데, 즉 호주권이 온존된 채 

부부 중심의 근대적 핵가족모델이 결합되는 복합적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김혜경, 2014:106). 미국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발견의 

문제나 성적 자유, 연애와 결혼, 가족문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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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의 연구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카니즘-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 표상을 중심으로’ 에서, 

1950년대 미국문화가 한국에서 유입하는 상황 및 상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중반 다양한 매체의 담론이 주로 미국문화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은 이런 대중들의 생활문화적 감각과 욕망이 

미국적인 것과 만나고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선미, 

2011: 49). 미국문화의 유입과 국내에서 수용으로 인해 자유, 개인의 

삶의 존중, 여성의 담론이 많아졌다. 남녀평등을 주장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대중문화 작품도 등장 하였다. 이외에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국내 성개방에 대한 걱정도 주목하게 되었다. 

1950년 3월26일 경향신문에서 “지식여성은 매성하라! 한국여인의 

긍지를 위해” 라는 기사에서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래 

문화에 의한 충격과 방종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해방이후 미국의 문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자유 및 여성, 개인의 삶의 

담론을 제기하는것을 보여준다.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인 관습존중론과 

근대적인 남녀평등론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 절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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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960년대의 결혼 이야기

제 1 절 차이의 시대 -결혼에서 본 세대차이

1)중매혼과 연애결혼

조선시대부터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슈보다 가문의 일이나 

부모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근대로의 이행에 따라 결혼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도시의 발전과 근대 교육 제도의 설립, 신여성의 출현 등으로 

연애결혼이 점점 중매결혼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도적인 

시기가 존재하는데, 1960년대가 바로 이 시기다. 이 당시의 중매결혼, 

교제결혼과 연애결혼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였는가? 본문의 연구 

자료에서는 12명 대상자의 결혼 사례가 기록되었다. 대상자의 나이를 

보면, 제일 어린 나이는 28살이고 제일 나이 많은 대상자가 68살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결혼 시기에 따라 결혼과정 또한 다르게 보인다. 

또한, 응답자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이 언급한 인물의 자료도 같이 참고할 

것이다. 이런 인물의 나이는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40대 

응답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젊은층 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젋은층과 

중년층의 결혼 과정을 비교하고 살펴 보면 자유연애, 결혼가치관에 대해 

세대차이가 그당시에도 존재하는것을 알 수 있다.

이 표 에서 중매혼 사례 2개, 선을 보고 결혼이 11 사례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연애결혼의 사례는 4개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중매혼의 케이스는 노인층에 속하고, 선을 보고 결혼하는 

그룹의 연령층은 30대-60대가 있다. 결혼 년도 보면, 1920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애결혼의 경우는 나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대상자는 인터뷰 받는 사람의 자식이나 후손인 

친적이기 때문에 나이는 젋은 연령에 속하는것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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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층면접-결혼과정:

결혼

과정

케이스 나이 

(남-여)

결혼 

년도

결혼 과정

중매

혼

C 64-68 1916년 13살에 결혼을 했음(1916년 결혼), 

부모가 전부 정했다.

“13살에 혼인을 해서, 

혼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 

택일이 어떻게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부 모가 전부 정했다 

갓쓰고 말타고 갔다. “

Case 

H 

시누이 

A

?-? 중매혼

선을 

보고 

결혼

C 

아들4

명

?-? 큰 아들: 

1937년

막내 

아들:

1951년

결혼 년도(큰아들: 1937년, 막내 

아들 1951 년)

“자녀들은 전부 선을 보고 난후 

목사님 주례로 신부집에서 가까운 

친척 10여명을 모시고 약혼식을 

했다. 

“

P 65-? 친척이 중매를 서서 양가에서 

선보고 결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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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중매를 서서 먼저 신부 

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선보고, 

그저 이야기를 조금하고 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 갔다. 그렇게 

양가에서 선을 본 후 색시가 

마음에든다 하여 생 월생일을 

알려준 후 신랑측에서 사주를 내려 

보냈다. 

“

E 60-55 1925년 각각 23-18시 결혼,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1925년 결혼)

“처음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

M ?-52 양가에서 두서 네명씩 모여 선을 

보았다 

M 딸

Case 

N

?-45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고 결혼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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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 먼저 

사진을 보았다. 그후 편지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Case 

B

50-44 1939년 1939년 결혼, 중매로 선을 봤지만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매일 소개로 선을 미리 

보았으나 정혼은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

Case 

H

46-43 1942년 1941년-42년에 결혼, 선보고 

부모님끼리 다 이야기 되어서 결혼 

했다.

“부모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신랑 이 왔는데 “아서원에서 

남매끼리 모여, 서로 선을 보고 그 

이틀날 약혼이 성립되었다. “

Case 

O 

43

Case 

D

41-31 1962년 “첫번째 선을 보고 (전에 선을 본 

일이 없다) 결혼 했다. 고모가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Case 

J

33-33 1958년 1958년 결혼했음, 약혼후 

결혼까지는 연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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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쳔의 회삼촌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남편의 경우, 본인과 약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몇번 혼담이 

오고 갔으나 정식으로 선을 본 

것은 본인이 처음이었다. 선을 보고 

3 개월이 지나 약혼을 했다.”

Case 

F

33-29 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고 결혼 했다,

“아는 분(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도 선은 

여러번 보았으나, 이 경우는 처음에 

보고 사귀어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자측에서 약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여러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는 나이가 안맞아서 문제가 

되었다.”

연애

결혼

E 큰 

아들

?-? 본인들이 연애하었다. 당시 

부모들은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하였다. 1958년 결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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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 

시누이 

B

?-? 연애결혼, 말썽이 많았다

Case 

O 

큰딸

?-?

(최근에 

결혼)

연애결혼으로서 상대방을 부모에게 

소개하여 다방에서 만나 선을 보고 

결혼했다, 다시 집에 데리고 와 서 

또 보았다 

(최근에 결혼)1962 결혼

Case I 35-28 1960년 1960년 결혼했음, 신문사에서 7 

년동안 알게 되었고 4개월 

교제하다가 결혼 했음

“알게 된 기간은 한 7년 되지만 

(신문사에서) 교제는 4개월 밖에 

안했다. 누가 먼저 프로포즈한 것도 

아니 고 그냥 서로 결혼할 것을 

생각했고 또 그걸 나쁘게 생각도 

안했다“

“중간에 아무도 없었고 (중매인도 

없었다.)그냥 집에 가서 말했더니 

식장 분비랑 다 해 주었다.” 

“중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고충이 있다. 연애결혼은 으레 다 

그렇다. 선은 전에 다른 사람과 

한두번 정도 보았지만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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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결혼은 당사자끼리의 사랑에 둔 결합이라기보다는 

부모들 사이 혹은 집안끼리의 일로 인식되고 또 실행되어 왔다(김경일, 

2014: 79). ≪내훈≫에 “자식이 심히 그 처를 좋아하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치고, 자식은 그 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가 

좋아하시면 부부의 도를 지켜 끝까지 함께 마친다.”는 구절이 보인다.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었던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중매혼은 주자의 

“가례”에서 유래된다. 구식 혼례에서는 중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중매 없는 결혼이 불법의 결혼이라고 여겨졌다, 구식혼례에서는 중매로 

의혼(議婚)이 시작되고, 중매인은 양가의 의견을 조정하고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물이다. 중매인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다. 중신아비, 중파, 매파라고 부른다. 중매인은 보통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주로 담당하였다. 중매인들의 

혼인 당사자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과 잘 맞는 집안, 경제, 가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매칭을 할 것이다. 또한, 궁합이 잘 

맞는지도 볼 것이다. 여러 조건을 평가하고, 가문이 잘 맞는 사람을 

찾는것 이다.

옛날에 남녀의 혼전 교제 거의 불가능하니 중매인이 남녀가 만나는 

계기가 된다. 전통사회는 자유롭지 못 하는 사회이기때문에 결혼이 

개인의 자유의지 보다, 가문, 가족의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보통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얼굴 한번도 못 보고 평생 함께 같이 살게 

된 약속을 하게 되었다. 중매인에 의해 혼담이 오면 이 혼인의 결과는 

양가 부모의 뜻에 달려 있다. 

중매혼의 취지는 현대의 혼인과 좀 다르다. 봉건 사회에서 결혼은 

각자가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중매혼의 취지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보다 가문의 연결, 여성의 생계, 남성의 후손 등이 

고려해야 할 요소다. 개인의 취향, 행복과 선호는 중요하지 않다. 일본 

식민지 이후 서양 사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중매혼은 거의 

바란게 아니고 집에서 보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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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유일한 결혼의 유형이다.

19세기 말기에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회가 생겼으며 

사회적 진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에 신여성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1920년대 당시 한국사회가 아직 전통적인 사회에서 

타파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연애결혼이나 맞선 결혼이 아직 유행하지 

못하였다. 중매혼이 아직 주도적인 결혼의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케이스에서 Case C 는 이렇게 말한다:

“13살에 혼인을 해서, 혼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 택일이 

어떻게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전부 정했다. 갓쓰고 말타고 갔다.”

당시에 Case C는 13살일뿐이며 이 어린나이에 결혼, 양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혼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 결혼의 예절에 

결정하는 능력도 없으나, 부모님 전적으로 결정했고 결혼식을 마련해 

주었다. 당사자는 그냥 갓쓰고 말타고 갔다. 갓쓰고 말타고 갔다는 

부분은 전통결혼식의 예절이다. 기억할 수 있는 세부내용도 별로 없으며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단순히 가문과 

가족의 결합이다. 이 시기는 1920년대 말 이다. 

일제시기에는 자유 연애사상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전통적 

사회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유가효의 일제시대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변화에서 내리는 결론처럼: “이 연구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연애혼을 한 사례를 찾기가 매운 어려웠으며 실제로 

연애혼을 한 두 사례의 경우도 부모나 가족의 영향력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보면, 4개 케이스중에서 2개 1958-1960년에 결혼한 

사례였고, 1개는 면접볼때 당시 최근 결혼하는 커플이고 나머지 2개는 

대답자의 자녀로 20대에서 30대의 나이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결혼의 

시기도 1950-1960년 사이로 추측할 수 있다.

연애결혼은 중매혼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중매혼이 배우자의 

션택과정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의 결정권은 

부모에 있는 결혼방식이면, 연애혼은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 형태다. 중매혼에서 부모의 뜻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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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택할때 가문, 경제, 성격이 보통 중요한 요소이고 연애혼에서 

당사자의 마음, 선호,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연애 결혼은 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연애결혼과 중매혼이 꼭 양립의 관계가 아니라 중매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연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결혼도 있다. 또한, 

연애를 거치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양태도 있다. 그러므로, 

연애의 결혼의 양태가 많지만, 제일 핵심적인 중심은 바로 당사자의 

의사결정의 능력이다. 대상자는 중매혼처럼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선택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혼 대상자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인의 선호, 감정, 행복을 우선시하고 

결혼에 대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있다.

Case E 큰 아들:

“본인들이 연애하였다. 당시 부모들은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하였다. 1958년 결혼했음.”

Case O 큰딸:

“연애결혼으로서 상대방을 부모에게 소개하여 다방에서 만나 선을 

보고 결혼했다,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또 보았다. 최근에 결혼.”

Case I：

“1960년 결혼했음, 신문사에서 7 년동안 알게 되었고 4개월 

교제하다가 결혼 했음”

“알게 된 기간은 한 7년 되지만 (신문사에서) 교제는 4개월 밖에 

안했다. 누가 먼저 프로포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결혼할 것을 

생각했고 또 그걸 나쁘게 생각도 안했다”

“중간에 아무도 없었고 (중매인도 없었다.)그냥 집에 가서 

말했더니 식장 분비랑 다 해 주었다.” 

“중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고충이 있다. 연애결혼은 으레 다 

그렇다. 선은 전에 다른 사람과 한두번 정도 보았지만 결과를 바란게 

아니고 집에서 보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Case H 시누이 B: “연애해서 말썽이 많았다.”

Case E를 보면, 부모들은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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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결혼 및 연애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Case O 큰딸의 경우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여 부모님에게 

소개했다. 다방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선을 봤다. 이 결혼의 이루어지는 

방식이 오늘 우리 결혼하는 방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당사자들 개인의 

선호, 취향, 감정에 따라 대상을 선택해서 연애하여 결혼직전 

부모님들에게 소개한다. Case I의 경우는 당사자들 둘이 같은 직장을 

다녔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교제하다가 결혼할 생각이 생겼다. 

두사람의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아무도 없으니 약간의 고충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유연애의 반대력과 전통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자유연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자유연애가 

완전히 유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혼을 진행할 때 고충이 된 이유이다.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일제말부터 1960년대까지 제일 유행했던 결혼이 이루어진 방식은 

부모님들의 친구를 중매로 소개받고 선을 보고 진행되는 결혼이 제일 

많다. 이를 시대의 절충이라고 하고, 2장에서 토론할 것이다.

이 당사자는 자신의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모들의 

의견과 연결해준 사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의 가치 및 

감정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 연애결혼을 향한 진보적 

의식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학인할 수 있다. 부모와 가문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을 

보는것에 대해 양보하고 따라고 선을 봤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바라는것이 없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자유 연애결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중매혼, 선보고 결혼과 연애결혼이 존재하지만 

중매혼이 너무 보수적이며 전통인 산물로 여겨지는데 연애결혼은 전통 

사회구조에서 아직 완전 개방이나 전환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개인의 결정이 정체성,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표2 중에 중매혼의 케이스는 2개가 있다: 케이스 C와 케이스 H의 

시누이다. 케이스 C의 나이는 노년층이고, 케이스 H의 시누이의 연령과 

결혼과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을것이다. 케이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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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정을 살펴 보겠다:

 “13살에 혼인을 해서, 혼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 택일이 

어떻게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전부 정했다 갓쓰고 말타고 갔다. 

“

여기보면, 13살 혼인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나이도 어려서 결혼에 대해 인식하는것이 많지 않다. 

또한, 이 대상사의 결혼년도는 1916년이다. 그 시대의 한국사회는 

아직도 봉건적인 사회다. 가부장제 및 봉건 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남녀 

혼전의 교제는 불가능하고 결혼은 부모의 뜻에 따라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이 당사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평범한 것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결혼과정에서 각 예절과 절차도 부모의 

뜻에 따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대상사의 예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지만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60년대 생활하는 높은 연령층들이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중매인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자료의 높은 

연령층들이 속하는 케이스 보면, 대부분 1920년대-30년대 결혼하였다.

또한, 선을 보고 결혼하는 그룹을 보면, 연령층이 다양하다. 제일 

어린 나이는 29살이고 제일 많은 나이는 65살이다. 여기보면, 주로 

1930년 후반부터 1958년까지 이사이에 결혼한 사람들이다. 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선을 보는 

의미와 방식이 좀 다르다. 제일 보편적인 것은 선보는 방식이 양가의 

어른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고 양가에서 같이 선을 보는 것이다. 또한, 

이 중매는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매는 

보통 부모의 친구, 당사자의 친척이 담당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모들이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배우의 선택이 

어느정도 한정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선보는 

대상이 부모들이 어느정도 허락해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의 연령층이 다양하고, 이 연애방식이 보편적으로 젊은층과 나이 

높은 층도 받아 드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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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자유연애에 대해 젊은층과 노년층이 생각이 다르게 

보인다. 1930년이후에 신여성들과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의 상승에 

따라, 자유연애론이 유행해졌지만 그 이후에 사화에 신여성에 대한 

비판에 많아지며 사회적 분위기는 보소화되는 경향이 있었다(유가효, 

2008:428). 1950년대의 가족담론을 분석한다면 당시의 가족법은 

전통적인 관습존중론과 근대적인 남녀평등론의 결함을 특징으로 한 

절충적인 시도였다고 하는데, 즉 호주권이 온존된 채 부부 중심의 

근대적 핵가족모델이 결합되는 복합적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김혜경, 

2014:106). 1950년 이후에 미국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 층들은 

자유연애의 소유와 관심이 많아졌다. 

1955년 7월24일 경향신문에서 한 남녀 대학생의 생활의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남성 47명과 여성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태조사였다. 결과에 의하면, 성해방에 대해서 대부분 

응답자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교육은 보편화 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한, 결혼의 목적으로 하는 연애를 해야겠다고 하는 응답과 연애를 해 

야 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연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명 

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대답 결과는, 

연애결혼과 교제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50%이상 넘었다.

본 연구자료의 대상자의 응답을 보면,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커플이 응답자의 자녀들(30대) 위주로 한다. 결혼의 연도를 보면, 3개다 

1960년 전후이다. (Case E 는1958년 결혼, Case O 딸 1962 년 결혼, 

Case I 1960년 결혼)

“본인들이 연애하었다. 당시 부모들은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하였다. 1958년 결혼했음 (Case E 큰 아들)”

“1960년 결혼했음, 신문사에서 7 년동안 알게 되었고 4개월 

교제하다가 결혼 했음”(Case I)

“연애결혼으로서 상대방을 부모에게 소개하여 다방에서 만나 선을 

보고 결혼했다”(Case O 큰딸)

Case I 는 당사자는 일했을때 이성과 교제하는 기회 생겨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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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둘이 같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당사자도 중간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 본인의 의사때로 

결혼이 이루어졌다. 서로 교제하여 연애를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대상자를 보면, 전부 응답자의 후손이다. 

젊어서 전통 사상의 고집과 보수성도 중노년층 보다 없다. 일제 말기에 

부터 자유연애의 사상과 담론이 많아졌다. 1950년대이후에 결혼하는 

대상자들이 높은 연령층보다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자유연애,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다. 

연애 결혼은 아니지만, 연애를 경험해 본 대상자가 있다.

“여러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나이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되었다.” (CaseF, 여성 29살)

이를 보면 당시의 젊은층들이 자유연애에 더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 선택시 자신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본인의 행복이 

가문이나 부모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은 연애결혼하는 케이스이며, 전부 젊은 층에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높은 연령층의 면접내용에서 자유연애결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 되었다.

“연애해서 말썽이 많았다.” (Case H, 40대중반)

또한, 1936년 1 월 4일의 신문을 보면, “당혼한 딸을 위한 어머니 

좌담회”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들 

연애결혼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자유결혼 반대하는 

어머니의 관점을 두고 있었다. 30년대 신문기사에 연애에 부정적인 글이 

있었다. 

기사에는 저자가 강한어조로 자유연애의 폐해와 사회에 끼칠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를 지적하였다. 그 이후에 1957년의 

보수적인 기사도 있지만 입장이 더 부드러워지며 자유연애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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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지만 절대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국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본문의 대상자의 자료를 의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세대차이가 존재한다. 1910년대 결혼하는 대상자의 결혼과정과 

1960년대의 대상자의 결혼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중에 제일 주목할 

만 한 것은 결혼이 가문과 부모의 뜻을 중요시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의 행복과 의견에 집중하여 결혼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20-1960년때의 신문을 참고하여 위에 찾았던 결과와 비교 해 

보겠다. 우선 1920년대의 결혼와 관한 신문은 조선시대의 전통적 

결혼에 대한 비판이 많다. 예를 들어 1924년 “強制結婚강제결혼의 

폐해를 보고” 라는 보도에서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을 시키는 강제결혼 

행위는 현대인의 감정의 정도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 이며, 이는 

금수와 같은 추행이라고 한다. “婚姻問題講演 혼인문제강연”에서 

조선시대에 유래된 전통결혼의 보수적인 악습에 대해 비판 하였으며 

구식 결혼이 현대인에게 주는 고통을 이야기 하였다. “婚日新婦逃走 

혼일에 신부도주”라는 보도는 구식 결혼의 폐단을 보여 주는 신문이다. 

부모의 뜻대로 감정 없는 사람이랑 결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혼일에 

도망을 쳤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자유연애 사상을 주장 하는 글도 있다. 

1925년 “여유사상가 “ 엘런 케이” 라는 보도에서 진보된 인류사회의 

결혼이 무엇인지, 공동생활의 자유를 구속할것이 없다는 이상적인 

자유결혼 형태를 제시하는 글이었다. 위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신여성과 자유연애가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구식 결혼에 

대한 비판과 연애지상주의가 사회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1930년대부터 신여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으며 사회에서 현처양모의 

여성 성역할을 주장 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자유연애와 연애 지상주의에 

대해 반성하여 보수적인 언론도 나타났다. 1926년 학생 풍기문제에서 

자유연애사상은 학생의 풍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우려를 

보여 주었다: “자유연애 라던지 자유결혼에 대한 사상이 점차대두됨을 

따라 최근에 와서는 실제상오용된 폐단……서양에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 실행되는 반면에 미인남녀간교제에 ……간과하지 못 할 

오풍이라고 할것이다.” 자유연애의 폐단이 오풍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1927년의 “新女性신여성 과 貞操問題” 에서 자유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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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여성의 정조문제를 제기하였다. “자유연애의 자유라는 

의미의라는 미명하에서 방종적난행”라고 하며, 성해방이 방종적인 

난행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애에 대한 반성과 제안에 

관한 보도도 나왔다. 

1927년의 여의 결혼관 (구)라는 신문보도에서 “우리의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격을 함양하여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1928년 

강제결혼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도 

있었다. 이를 통해 그 시대에 연애 결혼을 찬성하는 소리와 반대하는 

소리도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자부사위를 

구한다면 중매혼인 불가” 와 비슷한 보도는 그 시기의 전통 결혼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매결혼과 연애 결혼에 대한 다양한 

언론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1928년에 

“結婚問題討論（결혼문제토론) 야담사주최로 중매결혼이 가하냐?”라는 

신문이 중매결혼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1936년의 “當婚한 딸을 위한 어머니座談會”라는 신문은 

당혼한 딸이 있는 어머니들이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기재 되었다. 자유결혼은 반대 하는 자도 있으며, 부모가 배우될 

사람 정해가 지고 연애를 시키는 대안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1939년에 “朝鮮家族制度조선가족제도의 再檢討 제검토 特히특히 現代 

生活현대 생활과 關聯관련 해서 “라는 보도에서 자유연애 사상때문에 

인윤도덕의 관념이 또한 동요하게 된것을 걱정한 태도를 표현 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쯤의 보도는 예전 보다 더 개방적이며 신문 

조사결과에 따라 그 시대의 젊은 남녀에게 연애의 중요성이 반영 하였다. 

이 이후에 전통결혼에 대한 비판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보수적인 강제결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극이나 사회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1949년의 신문 “現代女性의 연애관”에서 현대여성이 

결혼과 연애는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언론이었다. “이성과 

지성知性으로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되어야 할 이 현대인의 과제는 

하마 잘못하여 인간에게 비애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사회악의 요소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현대 여성으로써 이성과 지성 가져야 하며 

인격의 육성이 중요하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시대의 변화에서도 

도덕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1955년의 신문 

“男女大學生남녀대학생의 生活意見設問생활의견설문 男47名女125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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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生態생태”은 125명 여성과 47명 남성대학생에게 생활의견을 

물어보았다. ‘성지식은 보급화되어야한다’ 의견이 제일 많았으며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한다’ 의견 또한 많았다.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연애결혼의 매력은 

상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교제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 2번째 제일 많은 답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한다, 또한, 

1962년의 신문”近代化근대화의 길목에선 혼인의식婚姻意識” 에서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는 요한다는 견해가 88%, 그리고 

불필요한다는 견해가 12%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후자는 젊은 세대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1964에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라는 신문에서 “내 생각 

같아선 중매를 하여 연애기간을 두고 교제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하다.”와 같은 의견을 표현을 하였다. 중매를 하여 연애기간 주고 

교제하고 결혼하는것이 교제결혼 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 

시대에 교제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문의 심층면접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은 선을 보고 결혼 하는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전통중매결혼보다 연애 결혼 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다. 1969년의 조사결과에서 연구결과 가정눈에 띄는 가치관의 

변모는 가족 가치관인데 배우자 선정에 있어 “과거와 같이 부모만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5%미만 이었다. 가문보다 

개인의 자격 (75%)을 더 중요시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전통결혼에 대해 부정하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다. 본문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와 같이, 연애결혼과 부모님이 결혼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세대 차이가 존재하다는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 1920-1960년대 결혼과정에 관한 신문:

 

1924.

08.21

동아

일보

強制結婚

강제결혼

의 

폐해를 

부모가 가서 강제로 다리고 와서 

여러가지로 타일럿섯스나.. 파혼을 아니할 

수 업세 되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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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현대인의 감정의 정도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일뿐아니라이야말로 금수와 가튼 

추행이다.

자유연애라는것은 책임관념이 엄속한 

인격자가 자아의 개성에 각오

1924.

01.24

동아

일보

婚姻問題

講演 

혼인문제

강연

구결혼에 대한 여의 감삼. 현대부인의 

고통이란제로

1925.

03.25

동아

일보

여유사상

가 “ 

엘런 

케이” 

진보된 인류사회의 결혼

남녀양성이 호상이해로 생기는 애정을 기본 

잡아 성립괼 것인즉 호상의 

애정……공동생활의 자유를 구속할것이 

없다하니 이것은 이십세기의 모든놀낼만한 

발견중에도어지간히 새롭은 발견이다.

1925.

09.19

동아

일보

婚日新婦

逃走 

혼일에 

신부도주

신부 혼일에 도주

1926.

01.08

동아

일보

중매 

잘못했다

고 

고모사촌 

척살

중매 잘못했다고 고모사촌 척살

1926. 동아 戀愛職業 여학교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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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일보 오즉真摯

感受

자유결혼자유연애에 대하야는 찬반동수, 

정조문제에 대하야는 찬성자가 불찬성자의 

2배

1926.

12.21

동아

일보

학생 

품기문제

학생의 풍기문제가 일반사회의 주목을 끌게 

된것은 이미 상당한 시일……

자유연애 라던지 자유결혼에 대한 사상이 

점차대두됨을 따라 최근에 와서는 

실제상오용된 폐단……

서양에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 실행되는 

반면에 미인남녀간교제에 ……간과하지 못 

할 오풍이라고 할것이다.

1927.

04.08

동아

일보

新女性신

여성 과 

貞操問題

자유라는것은 방종도아니며 또는 

제마음대로만하는것도 아니다. 그럼으로 

자유연애의 자유라는 의미의라는 

미명하에서 방종적난행

성적본능을 통제할 수가 업서서 동정을 

실한자는 성의 신비를 이미실하였시때문에 

그의 가정생활을 절대무이의 가치가잇게 할 

수는 업슬것이다.

1927.

01.19

동아

일보

여의 

결혼관 

(구)

이상적결혼을 할녀면서로 남녀가만히 

교제하게 될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격을 

함양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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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자연한 결혼을 파괴하고 애와 

이해를 생명으로한 결혼을 하는데잇는것 

처럼 한번 맹서한 애로 하여곰 

영원불변케할려면 피파의 고상한 인격……

1928.

01.24

동아

일보

結婚問題

討論（결

혼문제토

론) 

야담사주

최로 

중매결혼

이 

가하냐?

결혼문뎨 신춘남녀련합토론회를 

열터이라는데…… 연제: 현하조선에서 

연애결혼이 가하냐? 중매결혼이가하냐?

1928.

11.28

동아

일보

三角戀情

의 

悲慘한 

最後 

青春男女

三名自殺

강제결혼의 참극 (慘劇）

1929.

01.24

동아

일보

學窗戀愛

의 

卒業後煩

悶

처녀의 최후결심. 독약을 준비발정.

길신 택정성훈, 천신만고당도하야 극적으로 

최후상봉

1929.

06.04

동아

일보

결혼후애 

느끼는 

幻滅悲哀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신뎍으로 가지고잇는 

상대자의 과중평가 하는 미화하는정신을 

현실을 잘들여다보는리성으로인도하여야할 

것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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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09.12

동아

일보

며느리구

하는 

마음 

SH生

재래대가족제도의 한폐단이지만 오늘과가티 

개인의 권위가 신장되고 생활이 곤난하야 

결혼이 반듯이례식화하지 못하는 이때에도 

아즉며느리를 시부모의 봉양본위로 골르는 

경행이 업지안타……중매결혼이 

의연히류행하는 조선의 현상이니

1929.

09.20

동아

일보

내가 

자부사위

를 

구한다면 

중매혼인 

불가

지금 경제뎍으로도 만흔팝박을 

바들뿐아니라 사회뎍으로나 개인뎍으로나 

주위의사정이 다단 다사한 처디로 

어찌행불행이 비단 결혼에만잇겠슴니까마는 

그래도 부부간 마음만맛고 보면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스스로 위안을 늣길수도 잇고 

착다은인생이 따뜻한맛도 볼 수가 

잇는것입니다.

1932.

07.29

동아

일보

거짓연애

를 지어 

어린안해 

逐出

사랑싸움에서 리혼소송 , 

위자삼천륙백원청구

1936.

01.04

동아

일보

當婚한 

딸을 

위한 

어머니座

談會

요새자유로 연애하야 결혼한소위 

신식가정도 얼마안가서 파탄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연애결혼이라고 반듯이조 타고만할 수 

없으니 신식 구식을 잘조화하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조홀듯합니다.

자유결혼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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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배우될 사람 정해가 지고 연애를 

시키는것이 조홀 듯합니다.

자유 결혼의 실패에 감함인지요. 우리딸도 

역시 물어보면 자유 결혼의 의사는 없고 

부모명령에 쫓을 의향이든군요.

1939.

02.03

동아

일보

朝鮮家族

制度의 

再檢討 

特히 

現代 

生活과 

關聯해서

그 뿐아니라 부녀의 해방과 교육향상에따라 

부부의 관념과 부자의 관념에 동요가 

생겼으며 서양의 법률지식의 보급에따라서 

개별인권이 중요시되므로 가족성원의 

분산…… 이러한 과도시기에 잇어서 종래 

인윤도덕의 관념이 또한 동요하게 된것……

1949.

03.06

경향

신문

現代女性

의 

연애관

현대인의 감성을 지배하는것중에가장 

중대한것이 새세대가 가져로는 

연애관입니다. 이성과 지성知性으로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되어야 할 이 

현대인의 과제는 하마 잘못하여 인간에게 

비애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사회악의요소가 되기 쉬운것입니다.

“결혼과 연애는 절대로 분리 하여야 만 할 

것입니다.

연애결혼은 완전한연애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1955.

07.24

경향

신문

男女大學

生의 

성지식은 보급되 도록 정당하고 올바른 

지도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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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意見

設問 

男47名女

125名을 

해본生態

4. 성 문제:

성해방은 가하다: 16명

성해방은 불가하다: 30명

성지식은 보급화되어야한다: 62명

생각해본일없다: 14명

5. 연애 문제

연애를 해 야한다: 56명

연애는 필요치 않다: 20명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 야한다: 74명

연애와 결혼은 분리 되어야한다: 44명

해방후 이 땅을 횝쓸다시피한 연애와 

결혼의 분리적인 결과는 연애의 유희 또는 

연애를 위한 연애의 향락으로 많은 

청춘비극을 가져왔고 연애의 윤리……많은 

풍기문제를 야기하였었다.

6. 결혼 문제

조혼이 좋다: 20명

만혼이 좋다: 32명

결혼을 안하겠다: 16명

연애결혼을 하겠다: 38명

교제결혼을 하겠다: 58 명

부모의사를 따르겠다: 44명

결혼관은 대체로 견실. 여전히 연애결혼의 

매력은 상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제 결혼”이란 연애결혼의 파탄이 

많은데서 오는조심성의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나와 선진외국에서도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결혼의 형태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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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할때 얼마나 결혼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신증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결혼을 안한다는 이유는 한사람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짐작조차 못할일이다. 이상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결혼하되 교재결혼을 

하거나 보모의 의사를 좋아서 느지막하게 

골고루 살펴서 결혼할 생각들인 모양이다. 

대부분 연애를 통해 결혼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나이좀 들어서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결혼할 생각인것 처럼 보인다.

1962.

09.06

동아

일보

近代化근

대화의 

길목에선 

혼인의식

婚姻意識

궁합은 가풍서 찬성 52% 역혼

만혼경향이 뚜렷

약혼절차= 사주를 보내는집이 73%, 

약혼반지를 보내는집이 10%, 약혼식을 

함이 10%로아무것도 없음이 6%를 아직도 

옛구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듯하나 

20대 10대에 이르러 사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상함은 주시 된다

궁합문제=궁합은 보는집이 76%, 

안보는집이 24%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궁합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가 

52% , 불요또는 고려가 48%이었다.

특히 연령이 적을 수록 궁합의 불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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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는자가 많았으나 학력과는 

무관한셈인지 대졸이상자에도 궁합의 

필요성을 말하는자가 많았는바 궁합은 

가풍에의하는 듯싶었다.

부모의 동의문제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는 요한다는 견해가 88%,불요한다는 

견해가 12%이었고 후자는 젊은 세대, 특히 

드시의 연소층의 의견이 많았다.

1957.

04.09

동아

일보

바른 

結婚에 

대한一考 

（일고) 

결혼상담소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실한 결혼관과 신분에 상응하는 

배우자선택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케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장래와 건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 가족제도 의 폐단 

이었던 강제적인 부모임의의 결혼을 

연상함에서일것이다. 오히려 외래문화의 

소화불량증으로……자유연애 결혼 초래되는 

불행이라고 보겠다.

결혼상담을 통해서 이룩되는 완전자유선택 

결혼이야말로 가장현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선택방법의 지도, 기성부부가정의 

불화조정과 이상적인 가정을 유지케하는 

비밀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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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2.13

동아

일보

세 

世代女性

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도하 여대생 1040명 대한 조사 결과

결혼상대자는 성실한 사람

연애보다 중매교제를 희망

시부모와 동거는 거의불찬

1962.

09.10

경향

신문

결혼하기 

힘든세상

결혼하기힘든세상

부쩍늘어난 상담소

서울에만일곱군데

직업 있는 여성에 인기

1963.

03.18

경향

신문

結婚의 

지혜

부부라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일. 비록 중매결혼일지라도 

서로의 애정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결혼이 

오늘날 있을 수는 없다.

1964.

04.28

경향

신문

사랑 

.연애. 

결혼

“남여의 창” 에비친 젊은이들의 마음……

세상이 바꿔었다 지만 

아직도 외오운 “젊음”들

“데이트”의 조건,결혼의 필수조건 

,장가독축 에 대한 응답

“데이트 왜 하냐?” ——-

그 여대생은 이렇게 감상을 적고 있다. 

“영화를 보러간것이 아니고, 극장엘가는 

기분을 내보자는 심사였다. 오빠는 이따 

금편리한 대응품이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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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이나 따분한 휴일이었으면 그는 

오빠를 동원했을까? 우리의 주변엔 아직도 

외로운 “마드모아젤”들이 많다.

그렇다고 “맞선”따위에 만족하는 

그들도아니다. 

“생판 알지도 보지도 못한 남성”을 

사진으로 유심히새겨보며 맞선을 망설인다. 

선을 볼까? 말까? 그라가씨는 결국 사진의 

주인동을 마주앉혀 놓고 속마음으로 후회를 

한다.”안을것을 잘못했어!” 그래서 

다시는 맞선보기를 승낙하지 않겠노라고 

다집한다.

제발 그 가혹한 결혼의 필수 조건: 1. 궁합 

맞추기 2. 취직 3. 재산정도 4군인문제

남성의 선택기준

한길에 나서면 예쁜 여자가 많은데 정작한 

사람을 고르려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ABC 공식: 1Age나이 2. Beauty 아름다움 

3.Character성격

1964.

05.06

동아

일보

연애결혼

과 

중매결혼

내 생각 같아선 중매를 하여 연애기간을 

두고 교제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하다.

1969.

05.03

경향

신문

한국인의 

가치관

고대 아시아 문제연구소 조사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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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식: 신식과 구식

이 장에서 일제말기부터 1960년대까지 혼례의 양태와 예절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시대의 산물 및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지 탐색해보겠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식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한국를 위시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의례를 특히 

중요시하여 왔으므로 결혼식은 단순히 의례의 차원을 넘어 의식을 통한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정옥분, 2014: 156). 

그러므로, 한국전통결혼식의 예절과 이 시대의 결혼식 예절의 비교를 

통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물 받아들이는지, 또한, 구지식 

및 전통예절을 어떤 부분을 보유/보존한지 알 수 있을것이다. 

근대화 뚜렷

배우자선택 —가문보다 개인자격 더 치중

경제엔 아직도 낡은 생각

이 조사 연구결과 가정눈에 띄는 가치관의 

변모는 가족 가치관인데 배우자 선정에 

있어 “ 과거 와같이 부모만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5%미만.

결혼에서 가문과 궁합을 보는것은 

필수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문보다 개인의 

자격 (75%)을 더 중요시하고 서출과의 

결혼도 본인이 좋으면 찬성해 야 한다는 

대학생도 60%나된다. 그러나 궁합은 

아직도 버릴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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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혼례는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로 

여겨졌고,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과의례의 하나였다. 전통 혼례는 

주자가례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주나라 때는 육례가 있는 

주자가례는 육례를 사례로 간호화시켰다. 이 육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 부현구고, 묘현, 서현부지부모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송 나라떄 

주자가례는 이 육례를 사례로 간소화 시켰다: 의혼, 납채, 납폐와 

친영이다.

 1. 전통혼례

1)의혼

의혼은 중매인을 통하여 양가를 왕래하게 하면서 신부집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신랑, 신부의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혼담이 

오간다는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안 어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궁합을 본 다음 청혼을 하게 된다.

2)남채

남채는 신랑 측 혼주가 사주를 보내고 신부 측에서 연길을 청하는 

절파로서 민간에서는 이를 사성을 보내기라고 한다.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랑 측에서는 생년월일시를 백지에 적은 사주단자와 혼인을 

청하는 남채문을 써서 신부 측에 보낸다. 사주를 받은 신부 측에서는 

사주에 따라 운세를 가늠해 보고 길일을 택하여 혼인 날짜를 잡는대 

이를 택일이라고 한다.

3)남폐

신부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랑집에 보내면 신랑집에서는 혼서와 

예물을 함에 넣어서 신부집에 보내는데 이를 남폐라고 한다. 혼서는 

결혼문서로 보관하여 혼서와 다양한 예물을 담은 함을 보낸다. 

4)친영

마지막으로는 친영이다. 친영은 혼례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진 혼례는 주자가례에서 이상형으로 제시한 혼례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지역이나 계능에 따라 상이 하였다. 

혼례의 절차를 표현하는 용어도 다르다. 친영 끝난후에 의례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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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게 바로 폐백이다. 폐백은 혼례를 마친 후 신부가 신랑집에서 

시보모와 시댁 친척들에게 첫인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현구례라고도 

한다(정옥분, 2014: 161)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혼인에 임하는 신랑의 

정성이 표출된다. 친영은 혼례의 주체와 부부의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욱, 2011:15). 친영은 의식의 구성으로 볼때, 

전안례와 동뢰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안례는 신부집에서 

거행하는것이라면, 동뢰연은 신랑집에서 거행하는 의례이다 (이욱, 2011: 

16). 또한, 전통혼례에서 부부 절을 맞는 것이 결혼의 의식이다. 

결혼식에서 부부 서로 절을 맞고, 부모님께 절을 드리기도 한다. 

전통혼례는 상차리는 예절과 절을 맞는 예절을 중요시하며 근대사회에서 

일제시기와 개방후 미국문화의 유입으로 신식 결혼식도 일제이후에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말 개화와 서구문물의 수용과정에서 우리의 전통혼례문화는 

형식과 절차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전통혼례를 지켜가는 

경우도 많이 축소되었다. (주영애, 2014）오늘날의 혼례형식은 

서구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대화 된 결혼식으로 변하였다. 개화기에 

신식 혼례는 청첩장이나 답례품, 피로연, 신혼여행, 선물교환등의 서구식 

혼례문화가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구식과 

신식으로 결혼식 스티일을 구분하고 있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신식 결혼식은 새로운 스타일로 진보와 새로운 시대와 개몽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양식 결혼식에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구식과 

신식이 한국역사의 역사적인 뚜렷한 차이가 반영된다(Laurel Kendall, 

1996: 52)

한국에서 신식 결혼은 19세기 말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자리 

잡았다. 1890년 서울 정동교회에서는 기독교 신도끼리의 혼례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과 남포, 원산 등 개항지에서 신식 

혼례를 먼전 받아들였다. 강제 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일본 

결혼 예식을 권장했다. 결혼이라는 일본식 표현이 점차 일반화되었으며 

“집례” 라는 전통어는 “주례”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으며, 아울러 

청첩장이니 피로연이니 하는 말이 점차 통용되기 시작했다(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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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3). 신식 혼례는 보통 예식장에서 한다. 신부집 대청마루나 

앞마당에서 혼례를 올리는 풍습대신에 예식장이나 호텔, 회관, 야외나 

교회, 성당등을 이용한다. 전통 결혼식은 한 나라의 넓은 마당에서 

행해졌다는 반면에 새로운 결혼식은 공공 공간에서 수행된다. 기독교 

교회, 공회당 또는 대부분의 상업 결혼식 홀의 신랑 신부가 웨딩 마치를 

행진합니다(Laurel Kendall, 1996: 54). 또한, 신식 결혼식 주례자가 

예식장에 나가서 주례한다. 주례는 평소에 친분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던 분으로 선정을 한다. 신식 결혼식에서 답례품과 

같은것을 준비한다. 잔치에 오거나 결혼식을 참여하는 친구나 

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신식 혼례의식은 신랑과 신부 

서로 반지를 교환하여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는걸로 끝난다. 예를 들어서 

Case J의 경우는 “ 약혼식에는 가족家族, 친척親戚, 교인 人등이 

모였고 성졍책위에 손얹고 서약을 했다.”손얹고 서약을했다. 맞절 

대신에 서양문화에서 나타나는 결혼예절처럼 서양을 했다. 이것은 

교회식의 신식 결혼의례다.

마지막으로, 신식결혼은 신혼여행으로 예식의 끝을 맺는다. 

신혼여행은 공동생활에 앞서 두 사람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두 사람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다른 번잡한 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활력소를 

마련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표 4: 심층면접—신식과 구식 결혼식 이용 상황:

결혼

장소

결혼식 주례 신혼여행 결혼연도 연령(남

-여)

Case 

C 

구식 1916년 64-68

Case 교회 신식 목사님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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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들

들

서로 반지를 

교환했다 

1951년

Case 

P

신부

집 

구식 65- ?

Case 

E 

신랑

집

구식 1925년 60-55

Case 

E  

큰아

들

처가

집 

구식 1958년

Case 

M

구식 

정식절차 

그대로 

밟았음

?-52

Case 

M 

딸

예식

장 

신식 예식장

의 

주례자

딸 결혼 때는 

차를 하나 

빌려서 

하루를 놀고 

왔다. 

Case 

N

신사 친정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축사 

(등도 

한복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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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구식을 

반대했으므

로 친정 

가까운 곳의 

신사에서 

결혼식을 했 

다. 

(흰색) 

면사도

를 

쓰고서 

식을 

올렸다. 

Case 

B

교동 

천도

교당

신식 의학박

사 

1939년 50-44

Case 

H

서울

종로

에 

있는 

“태

고사”

라는 

절

신식 스님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1942년 46-43

Case 

O

신부

집 

마당

구식 ?-43

Case 

O큰

딸

예식

장

(신식)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예식장

의 

전문 

결혼식을 

마친 후 

온양온천으로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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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의 예시는 C, D, E, E큰아들, M, O사례를 포함한다. 그중에 

케이스 M는 전통 혼례의 대표적인 “친영”의 사례이다. 여기에서 신랑 

신부의 복식, 절차,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은 다 전통의 양식을 고려하여 

했다. 주례자 신혼여행을 

떠났고 

Case 

D

친정

집

구식 결혼 

절차를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 

41-31

Case 

J

서울 

교회

신식 목사님 한번은 3일 

간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

1958년 33-33

Case 

F

예식

장

신식 33-29

Case 

I

약혼

식은 

태화

관에

서 

했다 

무종교자이

기 때문에 

보통식 

(신식)

신문사

의 

사회부

장

신랑 신부는 

3일 동안 

신혼 여행을 

떠났다. 

1960년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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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한 것이었다. 해당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식의 혼례 

대상자들의 경우 신랑이 말을 타고 가서 사모관대 성복을 하고 서로 

맞절을 하는 것이었다. 꼬깔을 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구보고서에서, Case M은 결혼식의 전체 절차를 기재 하였다. 

케이스 M은 전통 혼례의 대표적인 “친영”의 예절 사례다. 보고서에서 

Case M의 결혼 절차에 대한 기재는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결혼 

절차와 비슷하다.

“이 사람이 말하는 구식결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가마를 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도 목화헝겁으로 

만든 것을 신고, 신랑이 신부집에 온다. 신부집 에서는 베로 만든 채를 

마당에 치고 멍석을 깔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린다. 수행원이 함을 지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날려보내는 흉내를 하고 앞에서는 등룡을 들고 들어간다. 신부가 나오고 

침대를 차리는데, 과일을 세가지 정도 놓고, 콩, 팥을 주발에 담고, 

수탉을 날린다. 그리고 서로 절을 시킨다. 청실홍실을 늘여서 

신부측에서 술을 따라서 신부에게 보낸다. 그리고 폐회한다. 나올때 

콩을 던지는 것은 신행갈 때 귀신이 쫓아오면, 콩으로 쫓으라는 뜻이다. 

음식은 국수잔치이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과일, 음식 등을 내어 손님 

대접도 하고, 신랑 신부도 따로 침대를 받아서 기념사진을 찍곤 한다. 

본인의 결혼식은 구식결혼의 정식절차를 그대로 밟은 대표적인 예이다. 

함은 보내왔으나 그 내용은 치마 저고리뿐이다. 함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예전에는 상민이고, 얼마전 부터는 (해방이후)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고 간다. 해방이후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결혼선물은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같이 결혼식에서 주고 받고 하지 않았고, 결혼 후 쓸 물건을 갖고 

오는 것뿐 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술, 국수등을 부주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구식의 전통혼례의 모습이 

보인다.

Case C: 갓쓰고 말타고 갔다. 

Case E: 신랑집에서 색씨집에 가마를 가져와 색씨를 데리러 간다. 

가마에서 내려서 상받고, 사당차리기 (조상앞에서 절 하기)를 하고 

폐백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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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 구식으로 결혼식을 했다. 신랑이 말을 타고 와서 사모관대 

성복을 하고, 서로 맞절을 했다. 꼬깔 쓰고 구식으로 결혼식을 했다. 

이상은 구식의 결혼 사례였다. 결혼장소를 보면, 구식에서는 보통 

신부집이나 신랑집에서 식을 올리고나서 찬리를 한다. 구식에서 대례에 

해당하는 친영례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영구적으로 살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조선사회에서 대례는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 (정옥분, 2014: 161) 자료에서 본 구식사례는 신부집과 

신랑집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은 신랑신부 절하고 

상차리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Case D 의 경우는 “구식은 절하고 

상차리는 것이 모두다.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마루에 서있으면 신부가 

나간다. 그리고 절을 하는데 절은 여자가 먼저 한다.” 

자료에서 구식 혼례를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1940년대 이전 결혼 

하는 사례다. 반면에 신식을 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1940년대 

이후에 결혼하거나 대상자들의 자녀들이었다. 여기에서도 1절에서 

토론하였던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슷하게 세대 차이가 나타났다.

신식을 하는 사례는 Case C 아들들Case M 딸, Case B, Case H, 

Case O큰딸, Case J, Case F, Case I 있다. 대부분 1940년후에 

결혼하거나 대상자들의 자녀들이었다. 결혼장소는 보통 교회, 교당이나 

예식장에서 한다.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배경이 있는 대상자들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신식으로 하는 대상자들 

예식장에서 진행하며 사회 지위 높은 분이나 주례 전문가들이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를 들어 Case B 에서 의학박사가 주례자를 

담당하며, Case I에서는 신문사의 사회부장이 주례자가 되었다.

또한, 신혼여행을 떠나는 상황을 보면, 본 자료의 응답자들중에 

40대나 1940년 이후에 결혼 한 사람들더 많이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Case O 큰딸의 경우는 결혼식을 마친 후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은 서구의 문화고 이를 결혼을 마치는 것이다. 자료를 

참고하면, 결혼의례를 선택할 때 젊은층의 경우 서구문화와 외래문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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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부터 1960년까지의 신문을 보면 이 과도시기에서 신구식 

결혼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930년 “변천형형색색10년간”이라는 

논문에서 전통결혼과 신식결혼의 예절을 볼 수 있다. 전통 

결혼은”신랑은 말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부는 가마타고……”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케이스 C 결혼식의 과정과 비슷하다. “넷날에 

소위결혼식은 그야말로 신랑이 말타고 신부집으로가서 제단에 전안한후 

목화신꼬 초레청으로들어서 신부에게절 밧고……” 여기에서 구식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최근에 

류행하는 결혼식은 례배당이나 공회당에서 엇개를 겻고 보무 당당하게 

울여주는 “웨딍마취”에 거름을 마추어 목사나기타주례자 압혜나가서서 

설교를 듯고 신부신랑이 매리드링 (결혼지환)을 밧구어짐으로써 백년을 

약속하는형식은 끗나는것이다.” 여기에서 신식결혼에서 신랑 신부가 

목사의 주례로 웨딩마치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결혼식을 이야기를 한다. 이 신구식 결혼식을 비교를 

해본 신문을 통해 서양식 결혼식은 그 시대의 유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구시대 사람들과 유행을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1년의 신문은 더욱 상세하게 신식결혼식에 대해 보도를 한다. 

신랑과 신부가 축문을 읽고, 연애이야기를 관객에게 보여주었고 

기념첩과 기념사진을 찍고 주객들이 음식 먹는 장면을 이야기를 한다. 

이는 오늘의 결혼식과 차이 별로 없지만 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신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34년의 

신문”戀愛中心연애중심 의 結婚葬式 결혼장식은 舊教式구교식을 

遵守준수”도 신식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결혼등록을 하여 교회당에서 

의식을 진행하며 반지를 교환한후에 피로연을 하고 신혼 여행을 

떠나는것을 이야기를 한다. 

“1960 년대까지, 시골 민속과 같은 마을 결혼식은 벌써 상업적인 

결혼예식장에 의해 도시에서 대체되었다” (Laurel Kendall, 1996: 71). 

이 말은 1960년대 전통 구식 결혼식이 점점 사라지고 집 마당에서 하는 

결혼식대신에 예식장에서 올리는 신식 결혼식이 유행이 되었다. 

사회결혼으로 불린 사회식은 1930년대에 들어와 신식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회나 불당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혼례복을 

빌려 주는 가게, 신부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원과 함께 생겨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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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을 지칭한다 (한국역사연구회, 1998: 

275). 본 연구에서 1960년대에 결혼한 3 케이스를 보면, 전부다 

예식장에서 거행하였다. 이를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5: 1920-1960년대 신식과 구식 결혼식에 관한 신문:

1930.

04.03

동

아

일

보

變遷形形色色10

年間

넷날은 신랑은 말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부는 가마타고 쪽도리쓰고 활옷입고 

장가가고 시집가는것이 관례이드니 

지금에는 자동차타고 남자는 

모닝님고실크햇쓰고 녀자는 베일 

(면사포) 쓰고 꼭들고 

식장에가는것이류행이다.

넷날에 소위결혼식은 그야말로 신랑이 

말타고 신부집으로가서 제단에 

전안한후 목화신꼬 초레청으로들어서 

신부에게절 밧고…… 최근에 류행하는 

결혼식은 례배당이나 공회당에서 

엇개를 겻고 보무 당당하게 울여주는 

“웨딍마취”에 거름을 마추어 

목사나기타주례자 압혜나가서서 

설교를 듯고 신부신랑이 매리드링 

(결혼지환)을 밧구어짐으로써 백년을 

약속하는형식은 끗나는것이다.

1931.

09.10

동

아

일

보

新案婚禮式 신식 

혼례식

신랑과 신부도 내빈들과 가티먹는 

동시에 한사람의 안내자가 축전 혹은 

축문을 읽고 나서 남녀의 

내빈들중에서 유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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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축혼사나 참고담을 

하며 신혼부부측에서도 자기네의 

연애하든로맨쓰를 처음 맛나게 되든 

동기로부터 결혼하게 된 그날까지의 

약력을 간단하게 말하되 결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흉금을 확쏘다서 

말한다 그리고 또미리 준비 하엿든 

기념첩…… 

축혼시……영구적기념물……기념사진 

박인후에 …….사진은 주객이 가티 

음식 먹으면서 화락하게 담소하는 

광경을 그대로 박여……

1934.

01.02

동

아

일

보

戀愛中心연애중

심 의 結婚葬式 

결혼장식은 

舊教式구교식을 

遵守준수

獨逸독일국민의 自由風자유풍

독일 사람은 연애자유결혼을 한다. 

어떠한 사죠장에서나 혹은 신문광고에 

의하야 적합한 연인을 얻게 될때 그 

들은 수개월의 연애 생활을 게속한다. 

결혼등록을 한다. 결혼식은 대개는 

교회당에서거행하는데 그날 신랑과 

신부는 요사이 조선에서 유행하는 

신식결혼의 복색을하고 

교회당으로간다. 목사는 성서를 읽고 

반지를 교환하는 동시에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마춘다. 이것은 신부의 

처녀성을 목사에게 제공한다는 

형식이라 한다. 이 예식이 끝나면 

극히 간단한피로연을 연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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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그날밤으로 미리결정하야 

놓앗든옷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1934.

11.11

동

아

일

보

의례준칙전문 의례준칙전문=심일부통독부발표

혼예

1. 혼인연령 남 20 여 17이상으로함

2. 약혼 사주, 신랑신부의 성명과 

생년일시를 쓴것를 교환함

3. 연길 신부가에서 혼례의 일을 

복하여 신랑가에 통지함

4. 남폐는 청홍이단으로함 주혼자, 

부기타의 존속친는 별지문례에 준하야 

납폐문을 작성하야 폐와한가지 함에 

납하여 가지고 사자로 하야급 

신부가에 보내게함

신부가에서는 사자를 문전에서 마저 

응접실에 안내함. 사자함을 탁상 

치하고 배례함 주인은 답례하고 

개봉함 주인 별지문례에 준하야 

회답문을 작성하야 사자에게 수함. 

사자는 이것을 바더 신랑가에 귀함

초례

장소

가. 신부가

나.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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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원 또는 교회당

의식

가, 신부가에서 거행하는데는 좌에 

의함

신랑은 당일출발전 성장 (조선복)은 

주의이상, 회복은 부이상 양복은 

닝이상을 하며

부모의 좌전에 진하야 교회를 밧고 

안부를 선두로 하야 친영에 

행하는것의 도에 취함 신랑을 

남계존속친중일인이 수행함 

정각에 신부가에 도착함

접대자문전에서 차를 영접함

신랑은 접대자의 선도로 공실에 

입하야 휴계함

이동안에 실의 중앙에 교배석을 

설하고 탁상에 주과급합 배를 치함……

수모주를 함배에 주하야 신랑신부간에 

삼회교환케함 ……

의식종료후신랑의 가정에서 

예빈으로서 혼례에 참렬한 근친자만 

을 초대하야 간단한 축연을 개최함

1968.

11.07

경

향

신

문

儀禮準則(의례준

칙)위원회서 

마련한 간소화 

될婚喪祭(혼상제)

혼례

약혼식 없애고 바로결혼

주례 책임아래 혼인신고를 의무화

청첩장. 꽃다발 폐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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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집살이

‘시집살이’는 여성들이 결혼한후에 남편의 부모와 함께 살이를 

하는것이다. 봉건시대에 시집살이는 보편적이었다. 그렇지만, 시집살이는 

많은사람들의 인상에는 부정적이고, 고생하고, 봉건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집살이와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을 결합하여, 

종종 여성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유교사회에서 여성은 지위가 낮은 성별이다. 남편을 따라야 하고 남편이 

죽고나서 아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또한,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살하는 행위도 

권한다. 여자는 유순과 복종만이 미덕이라 일컬어 왔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 활동도 제한 되어있다. 또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효도지상주의도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집살이를 할때는 시어머니가 

시집의 권력을 행사하여, 시누이에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효도의 한 종류이다. 꼭 압박하지 

않아도 자유가 없다. 간섭이 많아서 부부로써의 자유가 없다.

시집살이는 봉건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약화되었다. 대상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집살이는 

부정적인 것 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집살이가 젊은층에 더 거부감을 받았고 

선호되지 않았다. 1920-60년에 시집살이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면 

조기는 대부분이 시집살이때문에 며느리들 자살하는 보도였다. 그렇지만 

1960년에 “세 세대여성들이 원하는 “나의길” 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 조사는 1040명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조사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부모와 동거는 

불찬”이라고 선택한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시집살이에 거부하는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시집살이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인상이 

있지만 Case I 는 시집살이가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함께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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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1.2절에서 신구식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는 케이스 처럼, 이 케이스의 

응답자는 더 현실적인, 계산적인 각도에서 고려하며 시집살이가 더 

좋다고 하였다. 

Case I 는 “시댁에서 함께 살아서 이득이 많다.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배우고 좋다. 단지 조심해야 하니까 그게 

고충이다.” 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부 둘 다 직장을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시집살이하면서 생활에 배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 동시에 시집살이의 불편한점도 말했다. 그거 바로 

부모님앞에서 행동할때 조심해야 되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도 조심해 

야한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었다.

표 6: 심층면접--시집살이:

Case 시집살이에 관한 내용 결혼연도 시집살

이

Case C 부인은 시집살이를 그저 순종으로 

살았다. 결혼한 지 23년 후에 

분가했으며 부모로 부토 당시 

30000원 (현재 약 300만원)쯤 

받았다 

1916년 했음

Case C  

아들들

결혼 후 자녀들을 모두 곧 

독립시켰다. 

큰 아들: 

1937년

막내 아들: 

1951년

안했음

Case P 4형제까지 낳고 나서 분가했으며 

형과 7:3 의 비율로 토지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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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받았다. 왜냐하면 형은 부모와 

동생을 거느려야 하기 때문이다. 

Case E 1925년

Case E 

큰아들

1958년

Case M 본인은 결혼후, 집에서 어른을 모시고 

있 었다 

했음

Case M 

딸

—

Case N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부집에서 

있다가 3 일만에 신랑집에 가서 

5일을 지낸 후(직장관계로 5일을 

있었음) 다시 신행을 가서 20일 정도 

있었다. 그후 이제까지 분가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했음

Case B 시집살이는 2년내하고 분가했다 1939년 안했음

Case H 시부모가 순해서 시집살이는 고되지 

않았다.

1942년 안했음

Case H 

시누이1

Cas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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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자료를 통해 시집살이에 대해 구세대와 젊은세대의 가치관이 

시누이2

Case O

Case 

O큰딸

시댁에 가서 3일간 묵고 친정에 왔다. 

이들은 결혼후 즉시 분가 해서 

살림을 시작했다. 

1962년 안했음

Case D

Case J 결혼직후에 분가해서 시집살이는 

하지 않았다. 

1958년 안했음

Case F 시집살이는 한번도 안 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요즘은 시집살이를 

않지만 옛날은 너무해서 고추장을 

담아놓고 맵다고 차면, 시집살이 

보다는 덜 맵다고 한 말이 있다. 벙어 

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살라고 예전에는 말했다 한다. 

안했음

Case I 시댁에서 함께 살아서 이득이 많다.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배우고 좋다. 단지 조심해야 

하니까 그게 고충이다. 

1960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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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 보이는 내용을 못 찾았지만,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 기재된 

시집살이와 관련된 신문 자료를 찾았다. 1920년대의 신문은 대부분이 

며느리가 시집살이의 고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도망가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1928년 28살 부인이 시집살이하기 싫어서 음독 

자살을 하였다. 또한 시부모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살 하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총 6 개 신문이 나왔다가 

1965년에 1 개가 나왔다. 1965년에 “시집살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라는 연극평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시집살이는 전통에서 

부정적이 이미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65년 이후에 

1920년대의 신문과 달리, 며느리가 학대를 받거나 시집살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거나 시부모를 고소하는 

신문보도도 확인된다. 1965년에 “세 世代女性들이 원하는 “나의 

길“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시여성을 대상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시부모와 동거는 거의불찬”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여성이 시집살이 점점 안 하게 되었고 자신이 결정하는 

자유권이 예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1920-1960년대 시집살이에 관한 신문:

날짜 신문

사

제목 내용 (중심)

1928.

04.29

동아

일보

二八少婦飲毒 시집살이하기 실흔탓이엇다더라

1928.

04.13

동아

일보

美人鐵道自殺 빈곤할뿐 아니라 시모가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1929.

07.11

동아

일보

妙齡美人自殺 

시모와 

싸우고

살 수 없다는 극도의 비관으로

1935.

09.15

동아

일보

시집갈이돼서 

十三歲少婦逃

시집살이가 하도 어려워서 행방을 

감춰버린 13세 어린색씨를 찾아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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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 수색원…….

1939.

07.27

동아

일보

시모학대에 

올다 며느리 

음독 자살

시집살이를 성심성외로 하였으나 

학대는 점점 심하여질 뿐이어서 그와 

같이 음독한 것이라고 한다.

1965.

12.03

동아

일보

시집살이 

시달린 

여인의 

음독자살

음독 자살했다

1965.

11.16

동아

일보

시집살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아회평 (연극 평)

1963.

09.02

경향

신문

媤父母와 안 

산다, 

독부시역

남편 찌르고 자살

1963.

07.24

경향

신문

며느리에 

학대 시모등 

셋 입건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호소한 것이다

1960.

12.13

동아

일보

세 

世代女性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도하 여대생 1040명 대한 조사 결과

결혼상대자는 성실한 사람

연애보다 중매교제를 희망

시부모와 동거는 거의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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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절충의 시대- 결혼에서 본 절충과 융합

1)맞선과 결혼

이상 언급했던 중매혼 (강제결혼) 와 연애결혼 이외에 선 보고 

결혼하는것 방식도 있다. 맞선은, 결혼하기전에 남녀 혹은 양가 부모 

친적이 직접 만나서 집안배경, 가치관, 외모, 성격을 관찰하고 알아보는 

행위다.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직접 만나서 가정환경・가치관・용모・태도 

등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조선시대에 봉건적 사회구조에서 

신랑・신부의 의견보다는 양가 집안 부모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결혼 

여부의 결정권이 양가 부모가 가지고 있다. 맞선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맞선은 보통 중매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매인의 경우는 옛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친구 및 친척이 주로 

담당하는데 그 이후에 친구가 중매로 소개 받은 경우도 많이 생겼다. 

중매인의 소개를 받고, 당사자와 양가 부모가 직접 만나서 결혼 

당사자의 외모, 행동, 가족환경, 경제, 성격, 태도를 더 알아보는 

과정이다. 유교적인 사회구조에서 부모의 뜻은 결정적인 중요성이 있다. 

맞선은 한 면에서는 부모들이 직접 당사자 될 배우 후보자를 알아보는 

기회가 가질 수 있는 기회다. 한 면은, 맞선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시결정의 중요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부모님이 중매일을 통해 

“괜찮은” 사람을 소개 받았고 양가 부모와 당사자는 맞선을 통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Getting married in Korea 에 저자는 맞선이 전통과 현대결혼 

문회의 절충 방식이라고 주장하였지만(lLaurel kendall, 1996: 제4장), 

학자 Lee Kwang Kyu는 이것은 그냥 부모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즉, 얼굴을 

한번 볼 기회가 있지만 당사자 여전히 자기의 결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Lee Kwang Kyu는 1950년대의 맞선에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해 본적이 있다.

”신부될 사람과 신랑 될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며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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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임이 신부집에서 진행할 것이다. 신부를 물을 가져 오거나 

일을 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신랑과 그의 부모가 이를 통해 그녀의 태도, 

품격과 언설을 관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부가 맞선의 자리에 올줄 모를수도 있다"(Lee, 1983: 

1273 재인용)

이를 보면 1950년대 맞선은 부모님들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을 보러 

가며 당사자들의 참여 많지 않은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에 남녀의 

교제 아직도 개방적이지 않으며 50년대의 맞선의 분위기 아주 엄숙하다.

결혼 당사자는 심지어 자기가 맞선 자리에 나올줄도 모를수도 있다. 

선을 볼 여성에게 여전히 현모양처의 기대가 있다.

과연 이것은 그 시대의 결혼문화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절충해서 

등장한 산물인가? 본문은 1960년대 불광동에서 수집해 온 자료를 통해 

선을 보는 방식 아주 다양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을 보는 방식이 

맞선의 본질과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맞선이 결혼문화의 

절충이 될수도 있으며 가부장제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음에 

맞선의 다양한 방식과 모습을 살펴볼 것이며 이는 맞선의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분석할 것이다.

1950년 광복 이후 직접 수용되기 시작한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상으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도 변하면서 자유연애 등이 

생기게 되어, 맞선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 더 

개방되었고 자유연애의 호소가 더 강해지면, 부모님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것 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맞선을 

본다고 해서 당사자가 결혼에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맞선은 

보통 다방이나 과자방에서 진행을 한것이고 옛날에 양가의 부모와 

친척들이 참석하여 같이 선을 본 것인데 맞선의 방식, 장소와 예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아졌다. 

 1. 맞선 자리 참여자

우선,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과정이 다양하다. 선을 볼때,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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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 맞선 자리에 부모님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를 보면 선보는 자리는 주로 4가지가 나눠져 있다. 부모들만 

선보는 경우, 부모들은 당사자와 같이 선을 보는 경우, 당사자 본인 

직접 선을 보는 경우, 그리고 부모의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는 맞선 

자리가 있다. 이런 맞선자리에서 집안 어른들이 직접 주선하고 선보는 

자리에 부모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Case P 를 보면, 

“친척이 중매를 서서 먼저 신부 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선보고, 

그저 이야기를 조금하고 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 갔다. 그렇게 양가에서 선을 본 후 색시가 마음에든다 하여 

생월생일을 알려준 후 즉시(열흘경 뒤) 사주를 내려 보냈다. “

맞선의 과정에서, 신부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보러 가고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갔다는 기술이 있다. 

이런 방식이 보수적인 편이다. 이것은 부모들이 선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연애개념과 아무관계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중매혼의 

한종이다. 당사자는 부모님들 선을 본후, 그 결과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은 당사자가 보게 된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 

부모님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르다. 보통 맞선의 자리에서 

양가의 부모들과 당사자 참석하고, 다방이나 과자집에서 선을 보는 것 

이었다. Case M 과 Case N의 경우에는, 부모들은 당사자와 같이 선을 

1 부모들만 본다 P

2 부모들은 당사자와 같이 선을 본다 M, N

3 당사자 본인 직접 선을 본다 E, H, P

4 알 수 없다 C 아들들, M딸, B, O, D, J,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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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Case M ：“양가에서 두서 네명씩 모여 선을 보았다 “

Case N：“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만 나오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인류학자 

Lee Kwang Kyu.”(Lee, 1983:1273 재인용)는 책에서 선 보는 의미가 

첫번쨰로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래의 배우자를 볼 기회를 한번 

준다는것이라고 하였다. Case P의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들만 

선을 보았다. 이런 맞선의 상황은 당사자가 참여 하지 못하여 맞선의 

절충의 의미가 존재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Kendull가 책에서 언급한거 처럼, 맞선은 새로운 

시대에서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적이 사랑의 만남에서 사람들이 전통을 

완전히 포기하진 못했지만 사람들 혹은 신세대가 새로운 사상의 호소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절충 방법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맞선은 현대화 사회로 진보하는 과정 및 과도 시기에 전통과 

현대의 절충의 산물이다.

연구 대상자 중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같이 선보는 

자리에도 나온다. 

“양가에서 두서 네명씩 모여 선을 보았다” (Case M)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 먼저 사진을 보았다. 그후 편지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Case N)

또한, 본인들이 직접 선을 보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이 부모님의 

소개를 받고, 직접 맞선자리에 나가서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처음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Cas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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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신랑 이 왔는데 “아서원에서 

남매까리 모여, 서로 선을 보고 그 이틀날 약혼이 성립되었다. “(Case 

H)

“첫번째 선을 보고 (전에 선을 본 일이 없다) 결혼 했다. 고모가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 (Case D)

Case E, H(부모의뜻), D는 소개받고 나서 직접 선을 보는 것이다.

맞선에 대한 묘사는 Getting married in Korea 에서 기재 되었다. 

책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남편 될 사람을 만날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같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류학자 Lee Kwang Kyu 

는 한국의 맞선의 자리를 묘사해 본적이 있다. “신부될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것이다. 가끔 신부 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맞선자리에 가게 되었다”(Lee, 1983:1273재인용). 또한, 책에서 

실제로 선을 보는 장면에 대해도 기록을 하였다. 부모들은 미래의 

가능한 배우자 후보한테 질문 많이 하고 관찰도 많이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문, 집안 분위기, 능력, 품격, 성격을 알아볼 것이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이런 자리에 있을때 보통 민망하고 부끄럽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 줬다.

이를 보면, 선을 보는 젊을 남녀들은 자유연애에 대하여 알 수도 

있지만, 전통 사상 때문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통사회에 자녀, 

여성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맞선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맞선 이후 결혼까지의 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결혼 결정에서 당사자가 얼마 정도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맞선의 의미가 다르다.

표 8: 심층면접—맞선과정:

선을 

보고 

결혼

C 

아들4명

?-? 결혼 년도 (큰아들: 1937년, 막내 아들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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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전부 선을 보고 난후 목사님 

주례로 신부집에서 가까운 친척 10여명을 

모시고 약혼식을 했다. “

P 65-? 친척이 중매를 서서 양가에서 선보고 

결혼함

“친척이 중매를 서서 먼저 인부 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선보고, 그저 이야기를 

조금하고 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 갔다. 그 렇게 

양가에서 선을 본 후 색시가 마음에든다 

하여 생 월생일을 알려준 후 즉시(열흘 

뒤) 사주를 내려 보냈다. 

“

E 60-55 각각 23-18시 결혼,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1925년 결혼)

“처음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

M ?-52 양가에서 두서 네명씩 모여 선을 보았다 

M 딸

Case N ?-45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 74 -

선을 보았고 결혼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 먼저 사진을 보았다. 

그후 편지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

Case B 50-44 1939년 결혼, 중매로 선을 봤지만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매일 소개로 선을 미리 보았으나 

정혼은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

Case H 46-43 1941년-42년에 결혼, 선보고 

부모님까리 다 이야기 되어서 결혼 했다.

“부모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신랑 이 왔는데 “아서원에서 남매까리 

모여, 서로 선을 보고 그 이틀날 약혼이 

성립되었다. “

Case O 43

Case D 41-31 “첫번째 선을 보고 (전에 선을 본 일이 

없다) 결혼 했다. 고모가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

Case J 33-33 1958년결혼했음, 약혼후 결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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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과정

맞선자리에 누가 참석하는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기의 자료만으로 맞선자리와 결정내리는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어떤 케이스를 통해 선보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연애를 했다.

남쳔의 회삼촌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남편의 경우, 본인과 약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몇번 혼담이 오고 갔으나 

정식으로 선을 본 것은 본인이 

처음이었다. 선을 보고 3 개월이 지나 

약혼을 했다. “

Case F 33-29 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고 결혼했다.

“아는 분(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도 선은 

여러번 보았으나, 이 경우는 처음에 보고 

사귀어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자측에서 약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

“여러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나이가 

안맞아서 문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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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선을 보는데 부모님의 뜻따라서 결혼의 경우는 P, B, H의 

사례가 있다. 

“친척이 중매를 서서 먼저 인부 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선보고, 

그저 이야기를 조금하고 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 갔다. 그 렇게 양가에서 선을 본 후 색시가 마음에든다 

하여 생월생일을 알려준 후 사주를 내려 보냈다.”

Case P 의 경우를 보면, 같이 맞선 자리에 나가서 선을 볼 기회도 

없었다. 부모님이 당사자 대신에 선을 보고 결정을 하였다.

“중매일 소개로 선을 미리 보았으나 정혼은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Case B 는 선을 봤지만,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다. 말이 바꿔서 하면, 본인이 그냥 결혼전에 미리 미래의 

배우자를 볼 기회만 받았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선을 보는 

과정이 있지만, 본질상은 여전히 옛날의 중매혼과 비슷하게 부모의 뜻과 

가문의 중요성이 더 중요시되었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가 없었다.

“부모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신랑이 왔는데 “아서원에서 

남매끼리 모여, 서로 선을 보고 그 이틀날 약혼이 성립되었다. “

Case H 도 마찬가지다. 선을 보기전에 이미 서로의 부모들까지 

이야기 다 되었다. 부모들이 다 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냥 미리 미래의 

남편을 보는 것 이었다. 선을 보고 이틀후에 약혼을 했다. 

1 선을 보는데 부모님의 뜻따라서 

결혼

P, B, H

2 선을 보고 연애하고 결혼 N (편지 교제) J, F

3 본인이 선을 깉이/직접보고 결혼 M, N, E, H(부모의뜻),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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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ase B와Case H 의 입장을 알 수가 없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뜻이 부모와 같은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결정을 다 

해주는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결혼 과정인거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것은 연애의 개념이 맞선과 결합 되었다는 점이다.

Case J Case F 를 보면, 대상자가 중매로 미래 배우자와 선을 보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연애를 해본 적 있다. 당사자가 이 

배우자도 마음에 들고, 연애를 해보았다.

Case J에 경우는“남편의 경우, 본인과 약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몇번 혼담이 오고 갔으나 정식으로 선을 본 것은 본인이 처음이었다. 

선을 보고 3 개월이 지나 약혼을 했다. 약혼후 결혼까지는 연애를 했다. 

“

이 케이스에서 당사자가 먼저 선을 보고 3개월이 지난 후 약혼을 

했다. 스스로 생각해 본 후 약혼을 한 것이다. 약혼하고 나서 연애를 

하였다. 중매로 선을 봤지만, 이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애의 부분도 

있었다.

Case F에서, 이 대상자가 선을 보는과정이나 결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자유가 보일거 같아. 선을 여러번 본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사귀어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났다는것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 선호와 취향,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에 

보인다. 

“아는 분(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도 

선은 여러번 보았으나, 이 경우는 처음에 보고 사귀어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자측에서 약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연애의 경험이 조금 있었다.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있음에도 연애할때 문제가 발생했다. 나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유연애에서도 지금처럼 사회나 

전통의 기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꼭 “자유연애는 좋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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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통해 중매로 선을 보고 결혼 하는것은 봉건적이다.” 라는 

사상보다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하다.

“여러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나이가 안맞아서 문제가 되었다. 

“

여기에서 이 여자가 연애때문에 망설였다고 한다. 이 시대의 여성이 

자유연애를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N는, 결혼 하기전에 편지로 교제를 하였다. 이것을 연애로 

판단할 수 없지만, 개인의 참여, 행동, 선호도를 추측할 수 있다.

“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 먼저 사진을 보았다. 그후 편지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3. 중매의 신분

마지막으로 중매인의 신분도 맞선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중매인은 부모 및 친정과 관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당사자 만날 사람의 선택이 정해져 있다. 부모나 친정 소개하는 사람이 

더욱 부모의 기대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선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다르다. 보통 선을 보기전에 중매인에게 

소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이 중매는 보통 당사자와 당사자의 미래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 대상자는 부모들의 

친구나 친척한테 소개 받아서 선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어떤 케이스는 

대상자의 친구가 소개해주고 선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선이 이루어질때, 

중매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중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1 부모님친구, 친척, 어른을 중매로 P, E, B, H, D, J, F

2 친구 중매로 N

3 미기재 C, M, M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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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차이가 있다. 중매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의미도 달아진다. 

부모님의 친구나 친척들한테 소개를 받으면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 

부모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 이 배우자는 보통 부모의 기대와 선호가 

반영 되는것이다. 반면에 친구의 소개 받아서 선을 보게 되면, 그 

배우자는 친구의 선호나 기대가 더 반영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를 보면, 1960년대까지도 부모들의 친구나 친척의 소개 받아서 

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중에 어떤 케이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보게 되었지만, 선을 볼때, 그 태도가 그냥 

부모님敷衍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보라고 해서 간것이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는게 아니었다. 이말을 통해, 대상자가 부모님들이 말하는 

“준비해 주셨던 사람”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선은 전에 다른 사람과 한두번 정도 보았지만 결과를 바란게 

아니고 집에서 보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를 통해 부모님 친구와 친척을 중매로 선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선택하는 미래의 배우자 될 사람이 개인의 

행복, 선호와 기대랑 다를수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 맞선은 전통과 

현대의 절충으로 여겨질 수 있다. Laurel Kendall 는 맞선이 전통과 

현대결혼 문화의 절충 방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학자 Lee Kwang 

Kyu는 이것은 그냥 부모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즉, 얼굴을 한번 볼 기회가 

있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자기의 결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통과 현대 사상을 지키는 무기와 저항일수도 있다. 부모님이 이를 

통해 자유연애의 흐름에서 부모들의 권력 및 영향력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여, 자식들은 맞선을 저항의 행동으로 부모들이 본인의 혼인에 

대한 간섭을 탈피할 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선의 대한 해석 

및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의 

절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수동적인 반항일 수도 있다.

표 9: 1920-1960년대 맞선에 관한 신문:

1931.

10.16

동

아

선보는 

사진으로 사진: 

가을철에는 혼인이 만홀때입니다. 딸하서 

선보는 사진으로 결혼긔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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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

백일때 

자연스럽고 

화장도 얇게

그러치안트라고 가을은 의복이……

선볼때 보여주는 사진을 찍을때 화장 

얇게 하라는 글

1955.

07.24

경

향

신

문

男女大學生남

녀대학생 의 

생활의견 설문 

生活意見設問 

男47名女125

名을 해본生態 

생태

6. 결혼 문제

조혼이 좋다: 20명

만혼이 좋다: 32명

결혼을 안하겠다: 16명

연애결혼을 하겠다: 38명

교제결혼을 하겠다: 58 명

부모의사를 따르겠다: 44명

결혼관은 대체로 견실. 여전히 

연애결혼의 매력은 상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제 결혼”이란 연애결혼의 

파탄이 많은데서 오는 조심성의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니와 선진 

외국에서도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결혼의 형태라는 것에 상도할때 

얼마나 결혼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신증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결혼을 안한다는 이유는 한사람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짐작조차 못할일이다. 

이상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결혼하되 

교재결혼을 하거나 보모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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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에 관한 신문을 보면, 1931년에 선본다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 

선보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선 볼때 

보여주는 사진을 찍을때 화장을 얇게 하라는 글이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 대신에 맞선 자리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1967년의 신문 “선보는 

어머니 마음” 에서도 어머님이 큰아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해서 아들 

대신에 데이트 약속에 나가서 선을 보았다는 이야기다. 이 시기에 교제 

결혼이 유행한 것이다. 1955년 “남녀대학생의 생활의견 설문”에서 

교제 결혼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본문 면접결과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비슷하게 대부분이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것이다. 이 

“교제 결혼”이란 연애결혼의 파탄이 많은데서 오는 조심성의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니와, 선진 외국에서도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좋아서 느지막하게 골고루 살펴서 

결혼할 생각들인 모양이다. 대부분 

연애를 통해 결혼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나이 좀 들어서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결혼할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1960.

12.13

동

아

일

보

세 

世代女性들이 

원하는 “나의 

길“

도하 여대생 1040명 대한 조사 결과

결혼상대자는 성실한 사람

연애보다 중매교제를 희망

시부모와 동거는 거의불찬

1964.

05.06

동

아

일

보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내 생각 같아선 중매를 하여 연애기간을 

두고 교제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하다.

1967.

05.06

경

향

신

문

선보는 어머니 

마음 

큰아들을 어서 결혼시켜야겠는데 

요새말로 데이트라고는 하지 않는 

아들이니 내일도 보살펴줄겸 막내둥이 

친구도 만들겸 내가 서둘러 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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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결혼의 형태라는 것에 상도 할때 얼마나 결혼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또한, 1960년 “세 世代女性들이 원하는 “나의 길“”에서 

“연애보다 중매교제를 희망”, 그리고 1964년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에서 “ 내 생각 같아선 중매를 하여 연애기간을 두고 교제 

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하다.”라고 한다. 이들을 통해 그 시기 사람들이 

교제 결혼을 선호하는것을 알 수 있다. 케이스 I 말하였던거 처럼 

“그냥 집에 가서 말했더니 식장 준비랑 다 해 주었다. 중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고충이 있다.” 연애결혼이 새로운 개념이기때문에 

불안정성이 있다. 특히 사람들이 결혼문제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런 불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통해 1960년대 맞선과 

교제결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유연애를 기대하면서 결혼의 불안정성을 줄이기때문에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 혹은 

교제 결혼은 이 과도적인 시기의 절충이라고 볼 수가 있다.

2)사주와 택일  

전통 봉건적인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유롭게 교제 할 수 

없다. 특히 여성들이 교육 받을 기회도 많지 않고, 사회 참여도 거의 

없다. 이 시대에 사주와 궁합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다. 전통 사람들이 궁합이 부부생활이 행복하 정도의 결정적 

지표라고 본다. 궁합이 맞아야 결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사주는 혼담을 진행할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사주단자를 

보내는것이 혼담의 뜻이고 약혼을 하자는 뜻이다. 혼담이 이루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간지(簡紙)에 써서 신부집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이 명리 풍수를 의지하면서 살았다. 궁합과 사주를 통해 

이 혼인이 적합한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점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택일도 비슷한 의미에서 출발한다. 택일은 

행사를 하기전에 피흉추길의 목적으로 좋은 날짜를 가리고 나쁜 날을 

피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옛날 사람들이 결혼, 이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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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등을 거행할 때 흔히 한다. 특히 사람들이 결혼은 좋은날에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것을 믿는다.

“궁합이 맞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Case M, 52)  

전통혼인의 경우 궁합을 통해서 해당 부부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예측한다.”

일제 말기에 사람들이 서양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 과학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신, 불합리적인,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 이성 사상이 한국에서 생겼다. 이런 이성 사상이 옛날 

미신전통에 큰 의문을 던지고, 이런 미신행위와 사상에 도전 하였다.

신문의 제목만 보아도 사주의 필수성과 중요성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졌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사주를 보고 믿는지 안 

믿는지, 또한, 궁합을 중요시하는지, 이것은 교육수준 및 종교배경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대상자들의 심층면접내용을 

참고하면, 3개 케이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주를 보았다. 이중에서 

젊은층들이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사주를 교환하였지만 중요한 영향을 

주진 못 하였다. 즉, 단순한 절차뿐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주및 택일의 

전통을 보유하였지만 그 의미는 전환되었다. 길흉을 점치는 예전의 의미 

보다 그냥 결혼을 위한 전통적인 절차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였다. 

“궁합의 결과나 영향은 알길이 없고, 또 기억조차 없다.”(Case N )

“궁합이 나빠도 둘이 좋으면 어쩔 수 없다.” (Case O 큰딸)

“결혼전에 궁합은 결정적인 의사는 없었지만 보았다. 

어머니가 보셔서 잘 모른다.” (Case I)

경향신문 1969.05.03 에 기재된 기사” 한국인의 가치관” 의 

내용보면, 한국사람들이 궁합은 아직도 버릴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본 자료를 보면, 종교 이유때문에 사주를 안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Case C와 Case J는 사주를 안 보내고 궁합을 안 

보았다. 그렇지만, Case C와 Case J 제외하면 사주를 안 본 케이스 

하나 밖에 없었다 —Case E 큰 아들뿐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전통과 현대의 의례를 선택할 때 버리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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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포기할 필요나 제한이 

있으면 버릴 수도 있지만 미신, 즉 사주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우나, 그 의미는 점점 참고의 역할로 변화되었다. 

또한, 일제정부는 서양의 문물을 한국에 가져오고 선교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기존의 전통 양식과 많이 부딪힌 종교는 

기독교였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향 때문에 옛 전통의 미신 개념과 

사상이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점을 보는 것을 

반대하여 사주나 택일 행위를 반대하였다.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 이 혼인과 결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인간의 힘으로 사주, 점을 통해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정신 이라는 것 이다. 

일제 말기부터 1960년대 근대화시기까지 이런 모순적인 사상이 서로 

부딪히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일부 케이스는 종교문제로 

인해 충돌이 생겼지만 절충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Case N의 경우는 신부측은 무교지만, 신랑측은 기독교다. 일제 

시대라 친정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 시어머니가 구식을 반대했으므로 

친정 가까운 곳의 신사에서 결혼식을 했다. 신부측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시어머니가 구식도 반대하여 결국 신사에서 신식으로 하였다. 

이것은 시대에 다양한 가치관 및 문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충 하게 된 사례다. 사주를 보는것도 한쪽만 보았다. 시집은 

기독교 가정이라 궁합은 안보고, 친정에서만 보았다. 궁합의 결과나 

영향은 알 길이 없고, 또 기억조차 없다. 서로 종교가 다르지만 절충의 

방법을 찾아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여 사람들이 

절충의 방법을 만들었다. 이 절충의 모습이 이시대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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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심층면접—사주와 택일:

사주 택일 결혼연도

Case 

C 

아들

들

목사님 

주례로 

사주는 

보내지 

않았다

안했음 날은 

아무날이나 

편리한 날로 

정했다.(교인

들은 

결혼식을 

금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일은 교회 

원칙에 

따라서 했음

큰 아들: 

1937년

작은 

아들: 

1951년

Case 

P

사주를 

내려 

보냈다. 

사주단자 

속에는 

반지, 치마, 

저고리 한 

감, 시계와 

혼세지 

(신랑, 신부, 

생년원일)

가 들었다. 

했음 결혼은 

구식으로 시 

아버지가 

택일을 

받았다.

 택일

Case 

E 

결혼은 

구식으로 시 

택일 1925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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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택일을 

받았다. 

Case 

E 큰 

아들

사주교환도 

안 했다. 

안했음 약혼후 한달 

후에 결혼 

했다. 

1958년 

결혼

Case 

M

사주를 

교환한 후 , 

한달 

이내에 결 

혼했다.

했음 택일은 

신랑집에서 

좋은 날을 

택해서 

전해오면 

신부집에서 

대개 좋으면 

그냥 

결정한다. 

좋은날 

 Case 

M 딸

사주의 

교환이나 , 

궁합을 본 

것은 본인 

때나 딸 

때나 

마찬가지 

이다. 

궁합이 

맞아야 

결혼을 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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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Case 

N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사주는 

종이 

(화선지)에 

써서, 

싸리나무의 

가운데를 

사주가 

들어갈 

만큼 갈라, 

종이를 

거기에 

끼운 후, 밑 

에는 

통나무를 

대고, 청실 

홍실을 

나무에 

감아서 , 

빨강 

남색의 

겁갑사로 

싸가지고 

왔다. 

했음,

중요하

지 

않았음

택일은 

친정에서 

보내고 남자 

집에서 이를 

승낙한 후 

결혼을 했다

친정에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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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단자는 

중매한 

남자 

친구가 

가지고 

왔다.

시집은 

기독교 

가정이라 

궁합은 

안보고, 

친정에서만 

보았다. 

궁합의 

결과나 

영향은 

알길이 

없고, 또 

기억조차 

없다. 

Case 

B

당시는 

사주를 받 

는 것이 

약혼이었고 

색시집에서 

가족들이 

모인가운데 

했음 양가 

어머니들이 

합의하에 

날짜를 

정했고 ,집에 

가서 자도 

좋은 날을 

택일 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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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받았다. 

궁합은 

미리 

보았다. 

결혼은 

사주를 

받고 곧 

했다. 

택해서 갔다. 

Case 

H

그땐 

약혼식은 

없 없고 

신랑 

사주단자가 

왔다.그 

속에는 

사주 

(종이를 

청실 

홍실에 싼), 

저고리 

(양관) ,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다. 

신랑집에서 

궁합을 

보고

했음 신랑집에서 

궁합을 보고 

또 택일을 

해서 왔다. 

택일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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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

 큰딸

남자 

쪽에서 

사주가 

오고 

우리도 

선물을 

주었다.궁합

도 

보았다.궁합

이 나빠도 

둘이 

좋으면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중요시

하지 

않았음

먼저 

남자쪽에서 

택일을 

해오고 

여자쪽에서

도 한번 더 

택일을 하여 

서로 

의논했다. 

택일 1962년

Case 

D

궁합을 본 

후 , 

마땅하니까 

사주를 

보냈 다.

했음 약혼후 

7개월만에 

택일을 해서 

결혼했다.

약혼식도 

택일을 

했으며 

택일은 

보는사람에

게 가서 

보았다. 

택일

Case 양가가 안했음 날은 누구나 누가나 올 수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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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기독교 

가정이라 

사주교환은 

없었고 

약혼은 

친정에서 

했다. 

올 수 있는 

날로 잡기 

위해 토요일 

오후로 

택했다. 

있는 날로

Case 

I

결혼전에 

궁합은 

결정적인 

의사는 

없었지만 

보았다. 

어머니가 

보서서 잘 

모른다. 

종교 -무교

사주나 

함을 다 

보냈다 

사주와 

저고리 

감이 왔고, 

함에는 

옷감이 

왔는데 , 둘 

중요시

하지 

않지만 

했음

택일은 

신부아버지

가 정했는데, 

말해 말달 

말일 이라고 

해서 무척 

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 

했는데 

일요일이라 

약간 좋지 

않았다. 

택일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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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1960년때 사주와 궁합에 관한 신문을 정리하였다. 

신문제목과 주제의 추세를 보면, 1920년대 이후에 미신을 버리는 

주장이 적극적이었다. 서양의 과학적, 이성적 사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미신 풍습”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였다. 1929년의 “不運불운에서도 迷信미신을 버리자”라는 

신문이 근대의 과학문명은 과학적으로 사물을 봐야 하여, 실리적으로 

인생을 파악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또한, 1935년에 

迷信(미신)의弊害(폐해)와 1949년 미신을 타파하자라는 보도에서, 조선 

사람들이 미신의 악풍의 폐단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문을 통해 

사주와 궁합과 같은 미신 전통이 유행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1938년 의 신문 “觀相관상 

쟁에걸린三百女性 삼백여성 七年間 칠년간 萬餘圓詐取만여원사취”와 

1939년의 신문"사주 보고 비관되어 인터자살미수”는 당시 사회에서 

사주와 미신이 유행하며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여 줬다. 

개화기 이후에, 일제 시기때 서양문명이 많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아직도 미신의 전통을 버리지 못 해 1950년대 

1960년대까지도 “미신을 버리자”라는 주장을 하는 보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63년까지도 “오늘을 사는 智慧지헤 迷妄미망에서 벗어나는 

길”라는 보고에서 “그러나 사주 팔자에 궁합까지 맞춰보고 어디엔가 

가서 날짜를 받아서 결혼한 모든 부부가 어린애가 학질에 걸렸을때 

도끼를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생활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미신이 있고” 라는 내용이 기재 되었다. 

당시에 과학, 현실이라는 개념이 주장 되었는데 전통의 미신 풍습 아직 

버리지 못 한 사회 현상을 보여 줬다. 1969년의 신문에서 “결혼에서 

이 

나가산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그쪽에서 

단독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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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과 궁합을 보는것은 필수과정이었다” “그러나 궁합은 아직도 

버릴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표현도 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말까지도 사람들이 사주와 궁합 보는 전통을 버리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의 신문을 보면, 본문의 심층자료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1960년대의 젊은 사람들이 궁합과 사주를 보는 습관을 

보유하지만 실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62년의 신문 “근대화의 

길목에선 혼인의식”에서, “궁합문제=궁합은 보는집이 76%, 안보는 

집이 24%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궁합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가 52% , 불요 또는 고려가 48%이었다. 특히 연령이 적을 

수록 궁합의 불요성을 주창하는자가 많았으나 학력과는 무관한셈인지 

대졸 이상자에도 궁합의 필요성을 말하는 자가 많았는바 궁합은 가풍에 

의하는 듯 싶었다.” 라는 기재가 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전히 

궁합을 보며, 가풍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궁합을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반수가 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사주와 궁합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가풍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1965년 9월에 등록된 “20세기의 궁합”라는 

신문이다. 이 신문은 본문의 연구결과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이 전통 

미신 풍습을 버리지 못 하였지만, “교육받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무근하기만 한 것이 공연스레 평온한 마음을 흐려놓은 예가 

많다.” 젊은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면접에서 발견된 

내용처럼, 사주와 궁합을 보았지만, 엣날 처럼 실제적인 큰 영향을 주지 

못 하여 그냥 형식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시대에 따라 전통 

풍습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유하였다. 

표 11: 1920-1960년대 사주와 택일에 관한 신문:

1929.

06.07

동

아

일

보

不運(불운)에

서도 

迷信(미신)을 

버리자

근대의 과학문명은 과학적으로 미신의 

미신된 소이와 타파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에게 설파라고 

암시햐애……실리적으로 보아 큰 행복을 

우리의 생활에 가저온것……과학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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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과아울러 가장 큰 효과를 우리에게 

보일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하자.

1935.

12.23

동

아

일

보

迷信(미신)의

弊害(폐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미신에 만히 침혹 

되엇던것은 아마 세계에 그유례가 

없엇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니 

우리가 남들과가치 문명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는 몬저이점에 대하야 근본적으로 

각성하는바잇어야 할것을 믿는바이다.

미신하지 말라는 글이다

1934.

11.11

동

아

일

보

의례준칙전문 의례준칙전문=심일부통독부발표

혼예

1.혼인연령 남 20 여 17이상으로함

2.약혼 사주,신랑신부의 성명과 생년일시를 

쓴것를 교환함

3.연길 신부가에서 혼례의 일을 복하여 

신랑가에 통지함

4.남폐는 청홍이단으로함 주혼자,부기타의 

존속친는 별지문례에 준하야 납폐문을 

작성하야 폐와한가지 함에 납하여 가지고 

사자로 하야급 신부가에 보내게함

신부가에서는 사자를 문전에서 마저 

응접실에 안내함. 사자함을 탁상 치하고 

배례함 주인은 답례하고 개봉함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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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문례에 준하야 회답문을 작성하야 

사자에게 수함. 사자는 이것을 바더 

신랑가에 귀함

초례

장소

가. 신부가

나. 신사

다. 사원 또는 교회당

의식

가, 신부가에서 거행하는데는 좌에 의함

신랑은 당일출발전 성장 (조선복)은 

주의이상, 회복은 부이상 양복은 닝이상을 

하며

부모의 좌전에 진하야 교회를 밧고 안부를 

선두로 하야 친영에 행하는것의 도에 취함 

신랑을 남계존속친중일인이 수행함 

정각에 신부가에 도착함

접대자문전에서 차를 영접함

신랑은 접대자의 선도로 공실에 입하야 

휴계함

이동안에 실의 중앙에 교배석을 설하고 

탁상에 주과급합 배를 치함……

수모주를 함배에 주하야 신랑신부간에 

삼회교환케함 ……

의식종료후신랑의 가정에서 예빈으로서 

혼례에 참렬한 근친자만 을 초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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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축연을 개최함

1938.

07.13

동

아

일

보

觀相관상 

쟁에걸린三百

女性 

삼백여성 

七年間 

칠년간 

萬餘圓詐取만

여원사취

수상 통해 길흉화복을 본다.

1939.

04.25

동

아

일

보

사주 보고 

비관되어 

인터자살미수

사주를 보앗던바 비관음독한것이라 한다.

1949.

10.09

경

향

신

문 

미신을 

타파하자

꿈과 사주로 사람의 길흉을 

판단하려는것은……근대문명 국가인을 

자부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아니될일이다……

1949.

10.17 

경

향

신

문

所期소기 

의成果성과는 

어디로? 

反省(반성) 

있어야할迷信

打破運動 

(미신타파운

동)

서울시에서도 이에호응하여 가두에 나앉은 

사주 관상 점쟁이등을 일소하는동시에 

라디오 가두이동전람회 강연등으로 

일반시민을 계몽선전하는……

답답한 심정에 뚫고드는 미신

전부가 부녀자들인데 결혼대상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주궁합을 보며소송의 

승패를 알기 위하여 사주궁합을 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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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06.30

경

향

신

문

四柱사주는 

믿을것? 

사주에는 삼개월에 이별이나 풍파가 

있겠다고 합니다 믿어야옳을가요?

1961.

09.20

동

아

일

보

標準표준 

儀禮規範의예

규범을 

發表발표 

約婚式약혼식 

잔치 폐지

혼례

1. 약혼=혼사는 사주와 궁합에 구애 

됨이없이 안다.

2. 신랑신부의 호적등본 및 건강진단서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혼일=양가의 합의로서 결정한다

1962.

09.06

동

아

일

보

近代化근대화

의 길목에선 

혼인의식婚姻

意識

궁합은 가풍서 찬성 52% 약혼

만혼경향이 뚜렷

약혼절차= 사주를 보내는집이 73%, 

약혼반지를 보내는집이 10%, 약혼식을 

함이 10%로아무것도 없음이 6%를 아직도 

옛구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듯하나 

20대 10대에 이르러 사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상함은 주시 된다

궁합문제=궁합은 보는집이 76% , 

안보는집이 24%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궁합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가 52% , 불요또는 고려가 

48%이었다.

특히 연령이 적을 수록 궁합의 불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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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는자가 많았으나 학력과는 

무관한셈인지 대졸이상자에도 궁합의 

필요성을 말하는자가 많았는바 궁합은 

가풍에의하는 듯싶었다..

1963.

09.18

경

향

신

문

오늘을 사는 

智慧(지헤 

)迷妄

(미망)에서 

벗어나는 길

미신을 버리자……

그러나 사주 팔자에 궁합까지맞춰보고 

어디엔가가서 날짜를 받아서 결혼한 

모든부부가 어린애가 학질에 걸렸을때 

도끼를 찾아 나거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생활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미신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것이 

있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것은 사실 

아무래도 미신 버리자좋지만학질에도끼는 

금울인것이다.

1965.

09.18

경

향

신

문

20세기의 

宮合(궁합)

결혼이란 멀고도 먼 인생행로를 행과 

불행이란  기점에서 단한번 결정지어주는 

가장중대한 인간대사이니 그만큼 어렵고 

신중해 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두 남녀의 미래를 점쳐보는 

“궁합”이란것도 생겨났겠지만 이건 

교육받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무근하기만 한 것이 공연스레 평온한 

마음을 흐려놓은 예가 많다.

1968.

04.01

경

향

신

女大生(여대

생)과 

迷信(미신) 

토정비결애 호기심 72% 굿은 질색

조부 모시는 아가씨들이 관심도 높아

궁합과 택일 완전무시는 불과 1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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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함, 폐백, 복장과 선물

1절과 2절에서 맞선과 사주 및 택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결혼문화와 신식결혼문화의 절충 및 변용을 살펴봤다. 3절에서 함, 

폐배, 복장과 선물교환으로 신구문화 교제하에 어떤 복잡하고 혼재된 

문

혼사에 관해서만은 여대생으로서의 

지성으로도 어쩔 수 없이 

약해진다는것인가.

1969.

05.03

경

향

신

문

한국인의 

가치관

고대 아시아 문제연구소 조사

가족 관계

근대화 뚜렷

배우자선택 —가문보다 개인자격 더 치중

경제엔 아직도 낡은 생각

이 조사 연구결과 가정눈에 띄는 가치관의 

변모는 가족 가치관인데 배우자 선정에 

있어 “ 과거와같이 부모만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5%미만.

결혼에서 가문과 궁합을 보는것은 

필수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가문보다 개인의 

자격 (75%)을 더 중요시하고 서출과의 

결혼도 본인이 좋으면 찬성해 야 한다는 

대학생도 60%나된다. 그러나 궁합은 

아직도 버릴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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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가 존재한지 살펴보겠다. ‘Getting Married in Korea’에서는 초기 

결혼식에 예절이 혼합되는 상황을 기재 하였다. “이 초기 기독교 

결혼식은 혼합적인것 이었다.” “신부는 눈을 감고 신부에게 여러번 

절을 하였다. 신랑이 절을 두번을 하였다. 그리고 둘이 교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식의 결혼식을 열었다." (Laurel Kendall, 1994: 64). 당시의 

시대에서는 과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예절이 서양과 전통의 

양식을 융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 함, 폐백, 복장과 같은 

결혼예절로 전통과 현대문화가 혼재한 상황을 제시하겠다. 

첫째, 함을 보내는 전통이 원래 남폐의 전통혼례예절에서 유래한다. 

함에 담아 있는 물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한 10종 밖에 못 들어간다. 

함에 대한 규범이 엄격히 있었다. 그렇지만, 신구문화의 교체 및 

융합으로 구식으로 하는 대상자들이 함을 보내는 물건이 더 

다양화해졌다. 전통적으로 주로 옷감 (치마, 저고리, 비너, 가락지, 

저고리, 금침등 물건 들어가 있지만, Case O 큰딸의 사례를 보면, 함을 

받았고, 함에는 옷 한벌(분홍), 시계, 반지가 들어있었다. 시계와 반지는 

서양의 문물임에도 불구하고 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전통문화 결합된 한 사례다. 이는 함을 보내는 의미만 보유하였다, 즉 

신랑쪽은 신부쪽에게 허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함을 보내는 의절이 구식의 결혼식에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식결혼식에서도 볼 수 있다. 본문의 연구대상자들의 경우는 신식 

결혼식을 거행하더라도 함을 보내는 예절을 보유하였다. 예를 들어, 

Case F 는 아주 서구식의 결혼식을 거행하였는데 함을 보냈다. Case F 

약혼식 때는 친구 친척 10명 정도가 모여 여 자는 한복을 남자는 

양복을 입고 했다. 결혼은 고등학교때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다. 흰 드레스를 입었다. 완전히 서양식이었으며 심지어 

결혼식 때는 답례품도 있었다. 신혼여행후 오는 길에 드리려 했는데 

시부모님이 일본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신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폐백을 안 받으셨다. 그렇지만 Case F 는 의 결혼식이 서양식으로 

거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을 보냈다. 함속에는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정도를 넣었고, 미리 시어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형식만 갖추었다. 

“형식만 갖추었다” 이것은 위에 말한것 처럼 전통예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그 근본 목적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허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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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을 지는 사람에 대한 요구는 전통에 더 심하였다. 원래 5 

복이나 첫번째로 아들 낳은 사람으로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자료를 보면, “함은 신랑친구(함진애비)가 가지고 왔으며, 소위 복있는 

사람(아들 딸 많고, 자 녀가 다 살아 있고, 부유한 사람, 소위 오복을 

갖춘 사람으로 택했다.”(Case N)함도 받았으며 함을 지는 사람이 소위 

“오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Case M에서 함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예전에는 상민이고, 얼마전 부터는 (해 방이후 얘기)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고 간다. 그렇지만 다른 신식결혼식의 사례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지 못 하였다. 이는 전통의 어떤 부분을 보유하지만 어떤 

부분은 포기 하였다.

둘째, 폐백의 전통도 달라졌다. 폐백은 결혼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드리는 예절이었다. 구식에서만 있어야 하는 예절이 

신식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물려받은 풍습과 

예절을 보존하였다. 예를 들어 Case B 침대를 받고 사당 차례를 지내고 

폐백드리고 다시 색시 집에 가서 3일 간 묵었다. 색시집에서는 신랑상을 

신랑집에서는 색시상을 차렸다. 또한, Case M 딸의 경우는, 폐백의 

전통을 유지했지만 집에 가서 다시하지 않고 그냥 예식장에서 해 버렸다. 

이는 편의를 위해서 한번에 진행 한 것이다. 여기도 전통과 현대 문물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예절을 현대 사회에 가져오는 동시에 

간편화 시키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었다: “신식 

결혼에는 폐백을 할때, 예식장에 폐백실이 있으므로 집에서 하기가 

거북하거나 귀찮을 때는 거기서 곧 해 버린다.” Laurel Kendall 

기재하듯이, 신식 결혼홀에 거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한다(Laurel 

Kendall, 1996, 55). 새로운 시대와 구시대의 교제하는 시간에 사람들의 

소요와 취향 맞게 해주는 상업식 결혼홀들이 1960년대 이후에 점점 

많아졌다. 

셋째, 결혼식의 복식을 보면 다양한 혼례문화의 활용에 대해 포용이 

아주 높다. 원래 신식결혼식에서 한국의 전통 결혼 복식은 서양식의 

복식으로 대체되었다. 신랑이 검은 양복을 입고 신부가 화이트 웨딩 

드레스와 면사포를 쓴다(Laurel Kendall, 1996: 53) 그렇지만 이 

시기는 신식에서 한복을 입기도 하고, 구식에서 양복 입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구식을 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전통 복식을 입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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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Case D에서 신부는 연두저고리 다홍치마를 입고, 머리에 

쪽두리를 썼다. Case P의 경우는 신랑은 사모관대와 쇠자신을 하고, 

신부는 쪽두리를 쓰고 대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 Case E  큰아들의 경우는 구식으로 한북을 입고 약혼식을 했다. 

그렇지만, 구식을 하는데 혼례과정에서 양복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 

“약혼식은 고모님 댁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했으며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을 입었다.”(Case D)

구식으로 하였지만, 양복을 입었다. 양복은 서양의 문물이며 

일제시기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에 유입하였다. 서양 결혼식에서 

양복을 입는 전통이 있었으며 이는 한국사회 유입해서 일제이후에 양복 

입고 결혼식 거행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또한, Case O큰딸의 경우는 여자는 긴치마 저고리 한복을 입고 

남자는 양복을 입었다. 결혼 식은 예식장에서 했으며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양복과 웨딩 드레스는 서양의 문물인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서양의 복식을 입고 한 사람이 한국의 복식을 입었다. 이를 보면 

서양과 한국의 문화의 융합,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Case M 딸의 경우는 신식 결혼이지만 한복을 

입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했는데 입는 옷은 별 다른것이 없고 

자기 의사대로 이다. 편리하니까 여자는 한복을 입는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의례는 구식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선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케이스C, D, E 는 전통 구식으로 한다. 

케이스E 의 큰아들의 예시를 보면, 이 케이스에서도 구식으로 하였지만, 

주목할 만한것은 약혼선물이다. 약혼식은 한복 입고 처가집에서 

하였지만 약혼선물을 주는것이 있다. 

약혼, 결혼 선물을 주고 받는것은 서양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케이스E 에서는 여자는 반지고 남자는 시계다. 반지는 서양에서 

유입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혼약을 맺었다는 신물이라고 여겨진다. 

시계도 서양의 문물이다. 여기에서 구식으로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결혼의 절차 및 결혼식 의례의 수행도 달라진다. 옛날에는 남폐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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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서 옷감을 보냈지만, 근대사회에서 서양의 이념과 결합해서 

혼례예절을 진행할때도 서양 색채가 들어가 있었다.

케이스 M 에서 “해방이후 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결혼선물은 본인 

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결혼식에서 주고 받고 하지 않았고, 결혼 후 

쓸 물건을 갖고 오는 것 뿐이었다” 라고 한다.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이 

결혼 후 쓸 물건을 갖고 오는 것 뿐이었지만, 케이스E 에서는 선물을 

교환한 의례가 있었다.

표 12: 심층면접—함, 페백, 복장 과 선물 교환:

함 폐백 복장 선물 교환 신/구

식

Case 

C

함(차마, 

저고리,금

침을 

넣음)은 

보냈다

구식

Case 

C  

아들

들

신식

Case 

P

 사당차리기 

(조상앞에서 

절 하기)를 

하고 폐백을 

드 린다. 

신랑은 

사모관대와 

쇠자신을 하고, 

신부는 

쪽두리를 쓰고 

대홍치마에 

노랑저고리을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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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

Case 

E 

 사당차리기 

(조상앞에서 

절 하기)를 

하고 폐백을 

드 린다.

구식

Case 

E  

큰아

들

한북을 입고 

약혼식을 했다

약혼선물

은 여자는 

반지, 

남자는 

시계이 

었다. 

구식

Case 

M

함은 

보내왔으나 

그내용은 

치마 

저고리뿐이

다. 함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예전에는 

상민이고, 

얼마전 

부터는 (해 

방이후 

얘기) 

폐백을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것이니까, 

신랑집 

잔치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틀날 

부모에게 

들린다. 즉 

인사를 

드리는 

해방이후 

의 구별이 

없어지니

까, 

결혼선물

은 본인 

의 

경우에는 

지금 같이 

결혼식에

서 주고 

받고 하지 

않았고, 

결혼 후 

신식



- 105 -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고 간다. 

것이다.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하고, 

웃어른? 부터 

차례로 한다. 

침대에 대추, 

닭이나 고기 

(신부가 해 

온것)을 놓고 

술을 석잔씩 

올린다.

쓸 물건을 

갖고 오는 

것 

뿐이었다

Case 

M 딸

신식 

결혼에는 

폐백을 할때, 

예식장에 

폐백실이 

있으므로 

집에서 

하기가 

거북하거나 

귀찮을 때는 

거기서 곧 해 

버린다 

입는 옷은 별 

다른것이 없고 

자기 의사대로 

이나. 

편리하니까 

여자는 한복을 

입는다.

남자 

쪽에서 

반지를, 

신부쪽에

서도 조금 

해 주었다. 

신식

Case 

N

함은 

신랑친구(

함진애비)

가 가지고 

축사 (등도 

한복에 (흰색) 

면사도를 쓰고 

서 식을 

결혼때 

당시 

일제말기 

이었으므

구식 

아님

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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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소위 

복있는 

사람 (아들 

딸 많고, 

자 녀가 다 

살아 있고, 

부유한 

사람, 소위 

오복을 

갖춘 

사람으로 

택했다. 

함에는 

충청도 

식으로 

남색과 

붉은색 

계통의 

옷감 

두감을 

가져왔다. 

올렸다. 로 신랑을 

원피스 

한벌을 

신부에게 

선물을 

했으나, 

신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반지도 못 

받았다. 

서

Case 

B

식이 

끝나고는 곧 

색시집으로 

갔다가 다시 

신랑집으로 

가서 침대를 

결혼식 때는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썼다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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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사당차례를 

지내고 

폐백드리다.

Case 

H

일제시대 

이므로 

함도 

구하지 

못하고 

트렁크를 

사용했는데 

신부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신랑은 

모 님을 

세내어(지금은 

반대로 여자가 

드레스를 

세내지만) 

입고, 절에서 

장소만 빌렸다. 

예물을 해 

주었다. 

당시는 

윳동치마, 

금반지도 

없었으나 

본인은 

시골에서 

빽이 좋아 

살 차렸고 

금반지, 

짝가락지, 

시계 등을 

받았다. 

(그때로선 

잘 한 

것이다) 

당시는 

구두 

양복등 

신랑에게 

보낼 

예물도 

별로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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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Case 

O

함에는 

비너, 

가락지, 

저고리, 

치마한감, 

머리노 

리개가 

들어 

있었다. 

신랑이 말을 

타고 와서 

사모관대 

성복을 하고, 

서로 맞절을 

했다. 꼬깔 

쓰고

구식

Case 

O큰

딸

함을 

받았고, 

함에는 옷 

한벌(분홍), 

시계,반지

가 들었다.

(약혼)여자는 

긴치마 저고리 

한복을 입고 

남자는 양복을 

입었다. 

결혼 식은 

예식장에서 

했으며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약혼선물

은 

남자쪽에

서 시계와 

반지를, 

여자쪽에

서는 

시계를 

주었다. 

큰딸은 

약혼한지 

1년 만에 

결혼했다 

신식

Case 

D

결혼식 

전날에 

함을 지고 

결혼식을 

마친후, 

당일로 

약혼식은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을 

약혼선 

물을 

교환했다.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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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함에는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가 

들어있었다. 

신랑집에 

가서 상을 

받고 

폐백드리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다.

입었다.

결혼식은 

친정집에서 

구식으로 했다. 

신부는 

연두저고리 

다홍치마을 

입고, 머리에 

쪽 두리를 

썼다.

Case 

J

함은 

신랑이 

직접 들고 

일주일 

전에 

가지고 

왔다. 그 

속에는 

신부옷등을 

넣었다 

선물교환(

신랑이 

신부에게 

시계 반지 

목걸이를, 

신부아버

지가 

신랑에게 

상아도장

을 

기념품으

로 주었 

다.)을 

했고.

신식

Case 

F

결혼식 

전날 함을 

받았는데, 

폐백은 

신혼여행후 

오는 길에 

흰 드레스를 

입었다. 

선물도 

마찬가지

이다.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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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이후에 서양문화와 사상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충격을 주었다. 

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데 과도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50년의 신문 “여기에도 과도기의 진통”에서 

이 과도적인 시대에서 대응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가령 신식 혼례나 구식혼례를 절충한 의례 같은것도 

함속에는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정도를 

넣었고, 

미리 

시어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끊어나 

놓고 

형식만 

갖추었다. 

드리 려 

했는데 

시부모님이 

일본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신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폐백을 안 

받으셨다. 

Case 

I

사주나 

함을 다 

보냈다. 

폐백은 

여행갔다 

와서 드렸다. 

선물로는 

부인은 

시계 반지 

목걸이를 

받았 고, 

신랑은 

시계를 

받았다.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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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는것은 기형적인형태가 나타날것이라하여……” 이 말은 바로 

본문에서 나온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이 과도적인 시기에서 결혼의 

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식혼례나 구식혼례를 절충한 의례가 

생겼으며 사람들이 전통의례, 문화와 가치관에도 다르게 생각을 한다. 

1930년 “변천형형식식10년간”이라는 신문에서 10년동안, 즉 

1920년대부터 1930년까지, 한국사회의 유행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중에 한국의 결혼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청사홍사가 지환” —원래 구식에서 쓰는 청사홍사는 안 쓰게 되었고, 

서양문화에 유래된 반지를 교환해서, 부부가 서로 서약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강제가 자유로”는 강제결혼은 사라지고 자유결혼으로 바꿨다. 

“저포가 양속으로”에서, “저포”는 전통의 한국에서 잘 쓰여진 

의료를 의미하고 양속은 서양의 옷이나 의료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강치마는 차차업서저” 라고 이야기도 하였다.  정강치마는 전통 

복식이며 점점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한다. 결혼의 문화를 많이 

달라진것을 보여 주었다: “넷날은 신랑은 말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부는 

가마타고 쪽도리쓰고 활옷입고 장가가고 시집가는것이 관례이드니 

지금에는 자동차타고 남자는 모닝님고실크햇쓰고 녀자는 베일 (면사포) 

쓰고 꼭들고 식장에가는것이류행이다.” 여기에서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서로 절을 하는 전통 결혼식을 

말을 한다. 

그리고 1930년대 유행하게 된 서양식 결혼식에서 면사포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다. 가마 대신에 자동차를 타고, 남자는 유행하는 

실크햇을 쓰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이후에 

결혼식에서 유행하는 복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유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통의 의례가 살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통의례는 신식결혼식에서 하는 의례와 같이 결합하게 

되었으며 이 시대에 특수한 절충적인 결혼의례를 되었다.  1934년의 

“의례준칙전문”라는 신문에서 “남폐는 청홍이단으로함 주혼자, 

부기타의 존속친는 별지문례에 준하야 납폐문을 작성하야 폐와한가지 

함에 납하여 가지고 사자로 하야급 신부가에 보내게함” 라고 기재를 

하며 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청홍이단과 주혼자, 납폐문과 같은 

물건을 함에 놓고 신부집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1930년대에 

아직도 함을 보내는것이 보편적이었다. 그 이후에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선포 “라는 신문이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에서 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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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며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결혼 당일 혼인 신고”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전후에 결혼의례가 많이 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변화가 생기는 이 과도기에 다양성이 존재하다.

표 13: 1920-1960년대 결혼 예절에 관한 신문:

1930.

04.03

동아

일보

變遷形形色色

10年間

변천형형식식

10년간

심년간유행대조 청사홍사가 지환 

강제가 자유로 늙은나무에 꽃도 피어 

결혼방식의 급석상 저포가 양속으로 

재도는 점차환원

정강치마는 차차업서저 악수에서 

약혼으로 염통에서 결혼 변개 된 

반지의 명칭

결혼식이고금이다른류행이라 할전댄 

금일의 련애와 정사, 결혼과 이혼 

넷날은 신랑은 말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부는 가마타고 쪽도리쓰고 활옷입고 

장가가고 시집가는것이 관례이드니 

지금에는 자동차타고 남자는 

모닝님고실크햇쓰고 녀자는 베일 

(면사포) 쓰고 꼭들고 

식장에가는것이류행이다.

1934.

11.11

동아

일보

의례준칙전문 의례준칙전문=심일부통독부발표

혼예

1. 혼인연령 남 20 여 17이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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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혼 사주, 신랑신부의 성명과 

생년일시를 쓴것를 교환함

3 .연길 신부가에서 혼례의 일을 복하여 

신랑가에 통지함

4. 남폐는 청홍이단으로함 주혼자, 

부기타의 존속친는 별지문례에 준하야 

납폐문을 작성하야 폐와한가지 함에 

납하여 가지고 사자로 하야급 신부가에 

보내게함

신부가에서는 사자를 문전에서 마저 

응접실에 안내함. 사자함을 탁상 치하고 

배례함 주인은 답례하고 개봉함 주인 

별지문례에 준하야 회답문을 작성하야 

사자에게 수함. 사자는 이것을 바더 

신랑가에 귀함

1954.

05.14

경향

신문

여기에도 

과도기의 

진통

한편 신생활운동의 실천위원들이 

과거제정해보려다 중단된 관혼상제의 

준칙도 규정지을 것이라 한다. 

가령신식훈혜나 구식혼례룰 절충한 

의례 같은것도 만든다는것은 

기형적인형태가 나타날것이라하여……

1934.

01.02

동아

일보

戀愛中心연애

중심 의 

結婚葬式 

결혼장식은 

舊教式구교식

獨逸독일국민의 自由風자유풍

독일 사람은 연애자유결혼을 한다. 

어떠한 사죠장에서나 혹은 신문광고에 

의하야 적합한 연인을 얻게 될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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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遵守준수 들은 수개월의 연애 생활을 게속한다. 

결혼등록을 한다. 결혼식은 대개는 

교회당에서 거행하는데 그날 신랑과 

신부는 요사이 조선에서 유행하는 

신식결혼의 복색을하고 교회당으로간다. 

목사는 성서를 읽고 반지를 교환하는 

동시에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마춘다. 

이것은 신부의 처녀성을 목사에게 

제공한다는 형식이라 한다. 이 예식이 

끝나면 극히 간단한피로연을 연다. 신부 

신랑은 그날밤으로 미리결정하야 

놓앗든옷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1961.

09.20

동아

일보

標準표준 

儀禮規範의예

규범을 

發表발표 

約婚式약혼식 

잔치 폐지

혼례

1. 약혼=혼사는 사주와 궁합에 구애 

됨이없이 안다.

2. 신랑 신부의 호적등본 및 

건강진단서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혼일=양가의 합의로서 결정한다

1969.

03.05

매일

경제

가정의례준칙 

선포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1969.

03.05

동아

일보

가종의레준칙 

선포

“결혼 당일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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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한계

일제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전통 사상과 서구식 문물이 서로 

만나게 되어서 다양한 변용과 변화가 생겼다. 미국 학자 주장하는 

이론과 같이 현대사회의 변화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변화가 사회의 

조금한 다양성부터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1960년대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봐야 그 이후의 변화 및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문은 1960년대 불광동에서 수집하였던 심층 면접 자료를 통해 그 

시대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논증 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차이로 인해 결혼 의례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절충과 융합되어 1960년대의 특수하고 복잡한 양상이 형성 

되었다. 

1) 세대차이

총괄적으로 보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나이가 30대부터 

60대까지인데 심층면접내용 및 대답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 

1960년대의 사회에 세대차이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혼과정만 

보더라도, 젊은층의 대상자들은 자유연애를 하는 예시가 더 많다. 또한, 

선을보고 결혼하는 사람중에, 40-60대의 케이스를 보면 결혼과정에서 

아직도 부모님들의 영향이 많이 받고 있었다. 30대 젊은 대상자들은, 

자유연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선을 보고 결혼 해도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30대에서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과 결정 따라서 결혼하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대상자들의 감정에서도 연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케이스 H 는 시누이가 연애해서 말썽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젊은 층 대상자인 케이스 F 는 연애를 여러번 했던 

경험도 있었고 남자친구도 몇명 있었다. “남자친구가 여러명 있었는데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다.” 또한 연애를 했었지만 나이의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 하였다. 나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시기를 

고려한다면, 연애를 하면서도 사회와 대중의 기대 및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30대 사례에서 중매인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회사에서 만나게 되어서 결혼한 사례였다. 결혼과정 뿐만아니라, 

분가 상황도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 젊은층들의 경우 시집살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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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과거에 비해 적었다. 또한, 사주와 택일같은 전통 예절도 젊은 

사람들이 더욱 서구식을 선택하였다. 궁합이 맞지 않더라도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주, 궁합의 경우 전통 혼례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닌것처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결혼 예식과 예절을 택하는 양태를 

보면, 40-60대의 결혼 예절이 더 전통 한국식과 가까웠다. 결혼식은 

전통식으로 하여 사주를 보내는것, 함을 보내는것, 함 안에 들어 가는 

물품등이 전통식에서 하는 절차와 가까웠다. 여전히 전통식으로 

거행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에 30대, 40대 젊은층들의 결혼식은 

신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혼여행도 즐기며, 답례품도 준비하였다. 

결혼장소는 40-60대 연령층처럼 신부집이나 신랑집이 아니라 예식장, 

교회, 신사등의 장소에서 진행 되었다. 1960년대의 사회에서 40-60대 

대상자와 30대 젊은층 대상자의 의견을 따르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전통과 서양문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후 1960년대까지 세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2) 절충과 융합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에서 근대사회까지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개화기 이후에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였다. 또한 개방 이후에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 변화의 

여러 모습이 생겼다. 결혼의 문화와 양태로 그 시대에 세대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60대 이상인 사람들과 젊은 층들과 

시대 배경의 영향으로 서구의 외래 문물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전통문화 중요성과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전통 문화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개념과 한국의 전통모습이 절충과 융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식의 서양식 결혼문화도 

들어왔다 (이영수; 최인학, 2013: 1) 이영수와 최인학 학자는 일제 

시대의 혼례문화와 한국전통의 문화가 절충해서 변용된 혼례문화가 

생겼다고 주장 한다. 일제강점기의 신식혼례는 서구식 혼례와 구식 

혼례의 절충형태 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절충이라 함은 양자간의 

충돌로 인하여 중간적 성격을 띄는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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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전통 한국 문화와 서구식 결혼 문화가 융합되어서 형성 되는 

혼례 풍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 저자의 언급 처럼 

일제 시대에는 신부의 혼례복은 기존의 사모관대와 원삼에서 양복과 

웨딩드레스로 대체 되었으나, 폐백을 올릴 때는 신랑 신부가 사모관대와 

원삼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맞선, 궁합, 사주, 택일등의 특징과 

신혼첫날밤을 치루고 난 후의 신랑다루기 등 구식혼례의 관행이 여전히 

신식혼례에서도 지속되었다. (이영수; 최인학, 2013: 1). 또한, 서양식 

결혼 복식으로 양복과 웨딩드레스를 말했는데 자료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양복과 웨딩드레스 입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케이스 

에서는 약혼식에서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을 입거나 반대로 신랑이 

한복을 입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경우도 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충의 혼례문화가 이 과도기에서 

생겼다. 맞선이 신구사상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다 (Laurel Kendall, 

1996: 4장). 한국에서는, 맞선은 가끔 전통의 지혜(혼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함)와 선진적인 이념(결혼은 사랑의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선택임)을 절충하는 것이다 (Laurel Kendall, 1996: 89). 맞선은 

시대의 산물로 볼 수 있고, 전통 한국의 봉건사회구조와 서구식 

자유연애의 개념이 충돌하여 절충해서 생긴 방법이 맞선이다. 맞선을 

통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기의 결혼과 혼인 배우자의 선택에 참여하고 

파악하는데 부모들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선뿐만 아니라, 결혼 과정에서 절충의 양태도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케이스 H는 신사에서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 이유는 신부측은 

무교이지만 신랑측은 기독교 가족이다. 시어머니가 구식을 반대함으로 

결국 신사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주례는 신사의 스님이 진행하였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이 과도기에서 다양한 가치관, 종교사상, 개념이 

유행하였고, 사람들이 그중에서 절충된 방식을 찾기도 한다. 특히 

과도시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방식을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제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기였지만 모든 현대 가족문제나 근대화 가족 변화가 1960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이런 변화의 방향을 잘 파악하기 위해 

이시기에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험이나 생활 양태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구사상의 교제로 인해 세대차이가 형성 되었다.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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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자료와 신문자료 이용해 일제말기부터 1960년대까지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혼례풍습의 양태를 탐색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이 시대에 혼례문화의 변모양태를 2가지로 요약 하였다: 

차이의 시대와 절충의 시대다. 이 과도시기에서 변화에 따라 세대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이 많은 연령층이 전통의 경향이 더 강하며 

젊은층이 이 보다 더 서구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과도시기의 문화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융합되어서 재생산하며 

변용되었으며 과도기에 각 충돌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절충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은 1960년대 이 과도시기의 가치관 및 혼례풍습 

변화한 방향 및 양태다.

한계를 언급하자면 크게 4가지가 있다. 

1. 제어 변수

교육수준, 경제상황, 종교배경과 같은 제어 변수를 고려해서 같이 

분석해야 하지만 심층면접 대사자의 개인 자료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분석의 정확성에 제한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될 것을 기대한다.

2. 자료의 이용

일차 자료 수집자가 아니므로 현장 고찰 및 당사자와의 상호적인 

소통이 불가하다. 권태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으므로 현장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실감과 대상자에 대한 

미세한 관찰이 불가하다. 또한, 해당 자료의 수집 시기가 1960년대 

이므로, 해당 대상자를 현재 시기에서 추적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본 논문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자료 수집에 제한이 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및 그 이전의 신문기사와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한적인 자료를 보완하려고 노력 하였다.

3. 케이스의 수

심층면접 케이스의 대상자수는 12명이 있으며, 자녀들의 사례를 

포함해서 18개 이다. 더 많고 다양한 사례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각 

케이스들의 수집방식과 수집지를 고찰한다면 대표성이 있는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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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의 문제

일차 자료 수집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자료 활용시 다소 편차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문헌조사와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맥락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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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권태환: 동아문화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60년대 한국 결혼과 

가족 실태 조사— 불광동 지역중심으로, 1969 심층면접 내용

1.Case C 

현재연령, 남편: 64, 부인:68세 ,현재 종교:기독교

남편의 말:13살에 혼인을 해서, 혼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다. 

택일이 어떻게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전부 정했다. 갓쓰고 

말타고 갔다. 예물은 이미 보냈으나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 했다. 

신행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시집살이를 그저 순종으로 살았다. 결혼한 

지 23년 후에 분가했으며 부모로 부토 당시 30000원 (현재 약 

300만원)쯤 받았다. 그러나 큰아들(25년 전에 결혼) 부터 4째아들 

(11년 전에 결혼) 까지는 전부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 큰 아들의 경우 쪽도리를 쓰고 한식으로 했다. 자녀들은 

전부 선을 보고 난후 목사님 주례로 신부집에서 가까운 친척 10여명을 

모시고 약혼식을 했다. 사주는 보내기 않았고 신부집에서 음식을 약간 

차렸다. 선물로는 서로 반지를 교환했다. 약혼 후 약 5개월 후에 결혼을 

했고, 날은 아무날이나 편리한 날로 정했다(교인들은 결혼식을 금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 전에 함(차마,저고리,금침을 넣음)은 

보냈지만 폐백은 안드리게 했다. 결혼 후 자녀들을 모두 곧 

독립시켰다(전부 강원도 철원에서 결혼).

2.Case D 

남, 65세

친척이 중매를 서서 먼저 신부 측에서 빙장어른이 신랑을 선보고, 

그저 이야기를 조금하고 나서 다음에 신랑측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신부를 보러 갔다. 그렇게 양가에서 선을 본 후 색시가 마음에 든다 

하여 생월생일을 알려준 후 즉시(열흘뒤) 사주를 내려 보냈다. 사주단자 

속에는 반지, 치마, 저고리 한감, 시계와 혼세지 (신랑, 신부 

생년원일)가 들었다. 신랑집에서 중간에 사람을 내세워 택일을 신부집에 

통고해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구식으로, 신랑은 사모관대와 

쇠자신을 하고, 신부는 쪽두리를 쓰고 대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 식은 신부집에서 했는데, 결혼 후 당일 신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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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집으로 데리고 왔다. 잔치는 양가에서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위해 , 

신랑집에서는 신부를 위해서 차렸다. 4형제까지 낳고 나서 분가했으며 

형과 7:3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 받았다. 왜냐하면 형은 부모와 동생을 

거느러야 하기 때문이다.

3.Case E

남 60, 여 55세, 각각 23 세, 18세 결혼, 큰아들 35세 큰 자부 

30세, 평양에서 분인들은 결혼함

본인들의 경우: 처음 신부의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신랑, 신부가 

직접 선을 보았다. 결혼은 구식으로 시아버지가 택일을 받았다. 몇달 

전에 새씨집에서 잔치를 하면 신랑이 가서 일주일간 묵는다. 그 후에 

신랑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신랑집에서 색씨집에 가마를 가져와 색씨를 

데리러 간다. 색씨집에서 이부자리, 세간살이 일체들 보낸다. 가마에서 

내려서 상받고, 사당차리기 (조상앞에서 절 하기)를 하고 폐백을 드린다. 

사흘 후 신부가 내려와서 밥을 해 먹는다.

큰아들의 경우: 본인들이 연애하었다. 당시 부모들은 이북에 있어서 

보지 못 하였다. 처가집에서 (강원도) 구식으로 한북을 입고 약혼식을 

했다. 사주교환도 안 했다. 약혼선물은 여자는 반지, 남자는 시계이었다. 

약혼후 한달 후에 결혼했다.

4.Case M

여 52, 국졸, 종교: 무, 당시 경기도, 후에 서울에 편입

본인의 경우: 양가에서 두서 네명씩 모여 선을 보았다. 약혼은 

없었고 사주를 교환한 후, 한달 이내에 결혼했다. 택일은 신랑집에서 

좋은 날을 택해서 전채오면 신부집에서 대개 좋으면 그냥 결정한다.

딸의 경우: 약혼식을 했다. 약혼식의 마련은 양가가 의논하여 

밖에서 하고, 비용은 신부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딸의 

약혼식은 집에서 했다. 사주의 교환이나, 궁합을 본 것은 본인 때나 딸 

때나 마찬가지이다. 궁합이 맞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약혼은 

서로 사주의 선물을 교환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고 헤어지는 것이다. 

입는 옷은 별 다른것이 없고 자기 의사대로 이나. 편리하니까 여자는 

한복을 입는다. 본인은 구식결혼을 했으나, 딸은 예식장에서, 예식장의 

주례자가 주례를 서고 결혼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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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말하는 구식결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가마를 타고, 사모관대하고 ,신도 목화헝겁으로 

만든 것을 신고, 신랑이 신부집에 온다. 신부집에서는 베로 만든 채를 

마당에 치고 멍석을 깔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린다. 수행원이 함을 지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날려 

보내는 흉내를 하고 앞에서는 등룡을 들고 들어간다. 신부가 나오고 

침대를 차리는데, 과일을 세가지 정도 놓고, 콩, 팥을 주발에 담고, 

수닭을 날린다. 그리고 서로 절을 시킨다. 청실홍실을 늘여서 

신부측에서 술을 따라서 신부에게 보낸다. 그리고 폐회한다. 나올때 

콩을 던지는 것은 신행갈 때 귀신이 꽃아오면, 콩으로 쫓으라는 뜻이다. 

음식은 국수잔치이고, 부유한 가족에서는 과일, 음식등을 내어 손님 

대접도 하고, 신랑 신부도 따로 침대를 받아서 기념사진을 찍고 한다. 

본인의 결혼식은 구식결혼의 정식 절차를 그대로 밟은 대표적인 예이다. 

함은 보내왔으나 그 내용은 치마, 저고리뿐이다. 함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예전에는 상민이고, 얼마 전 부터는 (해방 이후 얘기)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고 간다. 해방 이후 班常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 결혼 선물은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같이 결혼식에서 주고 받고 하지 않았고, 결혼 후 

쓸 물건을 갖고 오는 것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술, 국수등을 부주했다. 

딸 결혼 때는 남자 쪽에서 반지를, 신부쪽에서도 조금 해 주었다. 

폐백을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것이니까, 신랑집 잔치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틀날 부모에게 들린다. 즉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하고, 웃어른 부터 차례로 한다. 침대에 대추, 닭이나 

고기 (신부가 해 온 것)을 놓고 술을 석잔씩 올린다. 신식 결혼에는 

폐백을 할때, 예식장에 폐백실이 있으므로 집에서 하기가 거북하거나 

귀찮을 때는 거기서 곧 해 버린다. 본인은 결혼후, 집에서 어른을 

모시고 있었다. (남편은 차남). 예날의 신행은 결혼후 3일 쯤 지나서 

처가에 가는 것이 신행이며, 신랑만 다녀올 때도 있고, 신랑 신부가 

같이 다녀오기도 한다. 딸 결혼 때는 차를 하나 빌려서 하루를 놀고 

왔다.

5.Case N

여, 45세, 신랑집 기독교, 충청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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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남자 친구의 소개로 (중매) 어머니등 친척과 함께 중매자의 

집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 먼저 사진을 보았다. 그 후 편지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주단자만 받고 결혼했다. 봄에 선을 보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다. 사주는 종이 (화선지)에 써서, 싸리나무의 가운데를 사주가 

들어갈 만큼 갈라, 종이를 거기에 끼운 후, 밑에는 통나무를 대고, 청실 

홍실을 나무에 감아서, 빨강 남색의 갑사로 싸가지고 왔다. 시집은 

기독교 가정이라 궁합은 안보고, 청정에서만 보았다. 궁합의 결과나 

영향은 알길이 없고, 도 기억조차 없다. 사주단자는 중매한 남자 친구가 

가지고 왔고, 약혼식은 없었다. 결혼 때 당시 일제말기 이었으므로 

신랑을 원피스 한벌을 신부에게 선물을 했으나, 신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 했다. 반지도 못 받았다. 약혼하고 1년 만에 결혼했으며 택일은 

친정에서 보내고 남자 집에서 이를 승락한 후 결혼을 했다. 일제시대라 

친정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또 시어머니가 구식을 반대했으므로 친정 

가까운 곳의 신사(神祠)에서 결혼식을 했다. 식은 일본식이었으며 

주례는 신사의 주지가 했고, 축사 (祝辭）등도 한복에 (흰색) 면사도를 

쓰고서 식을 올렸다. 음식은 신부측에서 정원이므로 떡국 약식등 

여러가지를 차렸고, 신랑집에서는 신부가 가서 잔치를 했다. 함은 

신랑친구(함진아비)가 가지고 왔으며 , 소위 복있는 사람 (아들 딸 많고, 

자녀가 다 살아 있고, 부유한 사람, 소위 오복(五福)을 갖춘 사람으로 

택했다. 함에는 충청도 식으로 남색과 붉은색 계통의 옷감 두감을 

가져왔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부집에서 있다가 3 일만에 신랑집에 

가서 5일을 지낸 후(직장 관계로 5일을 있었음) 다시 신행을 가서 20일 

정도 있었다. 그 후 이제까지 분가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6.Case B

남 50, 녀 44, 결혼연령: 27-21, 학력: 대학졸업, 고등학교 졸업, 

출생, 결혼지: 서울

중매일 소개로 선을 미리 보았으나 정혼은 전적으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는 사주를 받는 것이 약혼이었고 

색시집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사주를 받았다. 궁합은 미리 보았다. 

결혼은 사주를 받고 곧 했다(1 달 이내). 양가 어머니들이 합의하에 

날자를 정했고 결혼식은 서울 교동 천도교당에서 신식으로 했으며 양가 

부모의 친구들이 모였다. 주례는 시집에서 의학박사를 택했다. 

색시집에서는 신랑상을 신랑집에서는 색시상을 차렸고 각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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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객들은 양가에 각각 가서 음식을 먹었다. 식이 끝나고는 곧 

색시집으로 갔다가 다시 신랑집으로 가서 침대를 받고 사당차례를 

지내고 폐백드리고 다시 색시집에 가서 3일간 묵었다. 결혼식 때는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썼으나 집에 가서 자도 좋은 날을 택해서 갔다. 

그래서 신랑은 색시보다 3일 후에 집에 갔다. 시집살이는 2년내 하고 

분가했다. 살림 도구만 갖고 그냥 분가했다.

7.Case H

남 46, 여 43 , 결혼연령: 25-23, 학력: 대-중, 종교: 무교, 출생지: 

서울

시누이 둘을 시집보냈다. 하나는 중매 하나는 연애결혼이었다. 

연애해서 말썽이 많았다. 본인은 선보고 결혼했다. 하루만에 결정이 

났고, 약혼 후 석달만에 결혼했다. 부모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신랑이 왔는데 “아서원에서 남매까리 모여, 서로 선을 보고 그 이틀날 

약혼이 성립되었다. 그땐 약혼식은 없었고 신랑 사주단자가 왔다. 그 

속에는 사주 (종이를 청실홍실에 싼), 저고리 (양관) ,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다. 신랑집에서 궁합을 보고 또 택일을 해서 왔다. 요즘 약혼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만 준다. 결혼식은 신식으로 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태고사”라는 절에서 신부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신랑은 

모님을 세내어( 지금은 반대로 여자가 드레스를 세내지만) 입고 ,절에서 

장소만 빌렸다. 스님이 주례를 했고, 친구들 (남자 두명, 여자 두명)이 

둘러리를 섰다. 잔치는 (그때 잔치가 진짜다) 신랑 신부집 따로 했다. 

양가에서 각각 상을 차려주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물을 해 주었다. 상에는 각종 음식, 실백, 과정, 다식, 별것 

다 놓인다. 마루에서 사당 차례를 (장국상) 먼저 지내었다. 일제시대 

이므로 함도 구하지 못하고 트렁크를 사용했는데, 당시는 윳동치마 , 

금반지도 없었으나 본인은 시골에서 빽이 좋아 살 차렸고 금반지, 

짝가락지, 시계 등을 받았다. (그때로선 잘 한 것이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라 돈만 있으면 물자는 풍부하지만, 당시는 구두 양복등 신랑에게 

보낼 예물도 별로 없었다. 잘사는 사람들은 색씨집에서 먼저 신랑상을 

받고 3일을 지낸 후 신랑집에 가서 신부상을 받고 폐백을 드린다. 

그때는 둘러리가 따라 다닌다. (한국의 예의도 골치아프다) 본인은 

시집으로 바로 갔다.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 만주로 갔다. (남편이 만주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1년후 남편은 징용 나가고 본인은 일본이 패망할 것 같아 시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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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왔다. 시부모가 순해서 시집살이는 고되지 않았다.  

8. Case O

여 43, 교육: 중학교 졸업, 결혼지: 본인 시골, 딸-서울

본인의 경우 약혼은 없었고, 꼬깔 쓰고 구식으로 결혼식을 했다.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을 했으며 신랑이 말을 타고 와서 사모관대 성복을 

하고, 서로 맞절을 했다. 함에는 비너, 가락지, 저고리, 치마한감, 

머리노리개가 들어 있었다. 결혼을 마치자 곧 시택에 가서 3일 후에 

친정에 다녀온 후 10일을 지내고 일본으로 떠났다. 큰딸의 경우(최근에 

결혼) 부모가 약혼식을 마련해 주었다. 약혼은‘아서원’에서 했는데, 

시집 부모, 양가 친척, 남자, 여자 친구들을 포함하여 약 20명가량 

모였다. 여자는 긴치마 저고리 한복을 입고 남자는 양복을 입었다.

딸은 연애결혼으로서, 딸이 상대방을 부모에게 소개하여 다방에서 

만나 선을 보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또 보았다. 남자 쪽에서 사주가 

오고 우리도 선물을 주었다. 궁합도 보았다. 궁합이 나빠도 둘이 좋으면 

어쩔 수 없다. 약혼선물은 남자 쪽에서 시계와 반지를, 여자 쪽에서는 

시계를 주었다. 큰딸은 약혼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먼저 남자 쪽에서 

택일을 해오고 여자 쪽에서도 한번 더 택일을 하여 서로 의논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했으며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예식장에는 

양가 친척들이 모였고 주례는 예식장의 전문 주례자가 맡았다. 하루 

전에 함을 받았고, 함에는 옷 한 벌(분홍), 시계, 반지가 들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후 시댁에 가서 

3일간 묵고 친정에 왔다. 이들은 결혼 후 즉시 분가해서 살림을 

시작했다.

9. Case D

남 41, 여 31, 결혼지: 수원 근처 시골, 종교: 불교

본인은 첫번째 선을 보고 (전에 선을 본 일이 없다) 결혼했다. 

고모가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우선 고모님 소개로 다과점에서 선을 

보고, 남편될 사람이 고모님을 찾아 갔다. 궁합을 본 후, 마땅하니까 

사주를 보냈다. 약혼식은 고모님 댁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했으며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을 입었다. 그리고 약혼선물을 교환했다. 약혼 후 

7개월만에 택일을 해서 결혼했다. 약혼식도 택일을 했으며 택일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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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가서 보았다. 결혼식은 친정집에서 구식으로 했다. 결혼식 

전날에 함을 지고 왔다. 함에는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가 들어있었다. 

구식은 절하고 상차리는 것이 모두다.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마루에서 

있으면 신부가 나간다. 그리고 절을 하는데 절은 여자가 먼저 한다. 

이때 결혼 절차를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 대례 상에는 닭 (산놈)을 

사람들이 양쪽에서 불 잡고 있었다(수닭, 암탉). 식이 끝나면 

고천문(告天文) 낭독을 한다. 원래 이 동네에서는 관복을 준비하여 

놔두고 있다. 신부는 연두저고리, 대홍치마를 입고, 머리에 쪽두리를 

썼다. 신랑은 삼촌이 접대했다. 신랑침대를 받은 후, 신랑은 대들보에 

매어 달렸다. 결혼식을 마친 후, 당일로 신랑집에 가서 상을 받고 

폐백드리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다. 구식은 돈이 덜 들고 간단하지만 

결혼식은 양식이 좋다.

10.Case J

남 33, 여 33, 결혼연령: 29-24, 교육정도: 대학교 - 대학교 , 

기독교 

남편의 회삼촌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당시 본인은 부산, 

남편은 서울에서 살았다. 남편의 경우, 본인과 약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몇 번 혼담이 오고 갔으나 정식으로 선을 본 것은 본인이 

처음이었다. 선을 보고 3개월이 지나 약혼을 했다. 양가가 기독교 

가정이라 사주 교환은 없었고 약혼은 친정에서 했다. 당시 본인이 

학생이어서 소문이 날까봐 집에서 했다. 약혼식에는 가족, 친척, 

교인(教人)등이 모였고, 선물 교환( 신랑이 신부에게 시계 반지 

목걸이를,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상아도장을 기념품으로 주었다)을 

했고,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서약을 했다. 약혼 후 결혼까지는 연애를 

했다. 결혼은 서울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토요일 오후에 거행했다. 

날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날로 잡기 위해 토요일 오후로 택했다. 

결혼식장에는 친척 아는 사람을 전부 초대했고, 결혼 후에는 두번 

집에서 잔치를 했다. 한번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뒤에 곧 

결혼식장에 못 간 동네 사람들을 위해, 한번은 3일간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 양가 친척을 위해 잔치를 벌렸다. 함은 신랑이 직접 들고 

일주일 전에 가지고 왔다. 그 속에는 신부 옷등을 넣었다. 결혼 직후에 

분가해서 시집살이는 하지 않았다.

11.Cas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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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3, 여 29, 결혼 연령: 29-25, 대학교-고등학교, 종교-무교

아는 분(어머니 친구)의 중매로 다방에서 선을 보았다. 전에도 선은 

여러번 보았으나, 이 경우는 처음에 보고 사귀어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자측에서 약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여러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나이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되었다. 

신랑과 신랑보증인 한사람하고 집(여자)에서 약혼식을 했다. 사주단자를 

받았고 집에서 궁합은 보았다. 둘이는 이름을 보러 갔다. 약혼식 때는 

친구 친척 10명 정도가 모여 여자는 한복을 남자는 양복을 입고 했다. 

택일은 집에서( 여자) 보았다. 결혼식은 고등학교때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다. 흰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식 전날 

함을 받았는데, 함 속에는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정도를 넣었고, 미리 

시어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끊어나 놓고 형식만 갖추었다. 선물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식 때는 답례품도 있었고 음식도 집에서 준비했다. 

폐백은 신혼 여행후 오는 길에 드리려 했는데 시부모님이 일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신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폐백을 안 받으셨다. 

친정집에는 한 3일 정도 있다가 왔고 시집살이는 한번도 안 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요즘은 시집살이를 않지만 옛날은 너무해서 

고추장을 담아놓고 맵다고 차면, 시집살이 보다는 덜 맵다고 한 말이 

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살라고 예전에는 

말했다 한다.

12.Case I

남 35, 여 28, 결혼연령: 34-27, 대-고, 종교 -무교, 서울

알게 된 기간은 한 7년 되지만 (신문사에서) 교제는 4개월 밖에 안 

했다. 누가 먼저 푸로푸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결혼할 것을 

생각했고 또 그걸 나쁘게 생각도 안 했다. 12월 말에 만나 2월에 

약혼하고 4월에 결혼했다. 중간에 아무도 없었고 (중매인도 

없었다.)그냥 집에 가서 말했더니 식장 분비랑 다 해 주었다. 중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고충이 있다. 연애결혼은 으례히 다 그렇다. 선은 

전에 다른 사람과 한 두번 정도 보았지만 결과를 바란게 아니고 집에서 

보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약혼식은 신랑친구와 태화관에서 

했고, 주례는 신문사의 사회부장이 말았다. 결혼식은 둘이 다 

무종교자이기 때문에 보통식으로 했다. 교제기간 동안에도 시간이 

없어서 늘 바빴다. 결혼전에 궁합은 결정적인 의사는 없었지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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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셔서 잘 모른다. 사주나 함을 다 보냈다. 사주와 저고리 

감이 왔고, 함에는 옷감이 왔는데, 둘이 나가산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그쪽에서 단독으로 보냈다. 선물로는 부인은 시계 반지 목걸이를 받았고, 

신랑은 시계를 받았다. 식이 끝나고는 신랑집에서 친구를 불러다 먹이고, 

신랑 신부는 3일 동안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에서 와서 친정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날 들어오는 날자가 좋다고 하여 바로 시택에 

들어갔다. 이틀후에 친정에 가서 2박을 하고 왔다. 택일은 신부아버지가 

정했는데, 말해 말달 말일이라고 해서 무척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 

했는데 일요일이라 약간 좋지 않았다. 폐백은 여행갔다 와서 드렸다. 

시댁에서 함계 살아서 이득이 많다.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배우고 좋다. 단지 조심해 야 하니까 그게 고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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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before and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through 

studying the changes of marriage, the process of forming a new 

family and the changes of wedding ceremony. This research 

attempts to approach apart from demographic statistical analysis. 

Instead, it focuses on marriage experience, in other words, it 

studies the process of real marriage, by using contextual analysis 

methods to explore the changes of consciousness of individuals 

under the specific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of 1960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xt, values, feelings 

and thoughts of the subjects through contextual analysis. Analysis 

criteria were divided into meeting, marriage process and wedding 

ceremony.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rriage experiences of 

those who lived in the 1960s. The data mainly used in the text are 

12 in-depth interview cases (17 subjects) collected in 1960's 

Bulgwang-dong, Seoul, which was described in the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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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ong-a Culture Research Committee written by Kwon 

Tae-hwan in 1969, and 110 It is the article data of the 1920s to 

1960s. Bulgwang-dong was a suburban area of Seoul and had a 

population characteristic that many migrants were living in the city. 

It is a high representative area of research with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tion in the 1960s in terms of the patterns and style of 

marriage.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old genera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and ideas about dating and marriage. In 

addition, younger age group subjects prefer to new style marriages. 

Second, since the 1960s was a transitional period, there were some 

synthetic wedding culture,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blend of 

tradition and modern culture that could be found in the wedding 

ceremony in this period.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whole context after industrialization by 

exploring the real marriage in the 1960s. Marriage is a fundamental 

part in the field of family studies as well as an essential part in 

understanding the direction and tendency of social change. The 

change of consciousness and the value of the marriage in 1960s are 

searched and examined in this study.

Keywords :1960s, wedding ceremony, marriage

Student Number : 2016-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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