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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택을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행위자들과 고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통들이 얽히는 바를 모색한 민속

지다 인식과 행위의 상징체인 고택은 문화재로서 국가가 부여한 전통의 . 

표상이 되는 한편 일상의 공간으로서 생활 속에 존재하는 전통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이 집단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공동체의 . 

문화임에도 주체들이 인식하는 전통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전통, ‘
들 이라는 복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여러 층위의 전통에 대한 다양한 ’ . 

주체들의 인식과 실천은 고택 안에서 얽히고 충돌하면서 고택에 역동적

인 내력 들을 새긴다(careers) . 

이 논문의 본문은 연구자가 고택에 함께 거주하며 진행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뉜다 먼저 연구자는 국가가 . 

문화재 제도를 이용하여 전통의 표상을 제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 

가는 고택의 변화를 고정하여 순간에 영원성을 부여하고자 시도하며, 국

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근거로 생활에 개입한다 고택은 문. 

화재가 되고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생활공간에서 전통을 표상하는 공공, 

의 사물이 된다 문화재가 된 고택은 더 많은 주체를 끌어들인다 고택. . 

은 전형적인 전통의 표상으로 관리되지만 이는 다시 각 주체의 전통들, 

로 이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거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전통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  

본다. 고택은 가족들에게 집안의 전통을 잇는 배경이자 매개물 그리고 , 

대상이 된다 그러나 . 고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생활은 현실적

인 변화에 맞서 점차 어긋난다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가진 가족들. 은 

고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가족들은 함께 의례의 과정을 거치고 .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며 가족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들의 전통은 고정. 

된 공간에서 다시 구성되며 이어져 온다. 

문화재가 된 고택에서 거주자들은 확장된 관계를 맺는다 다음 장에서  . 

는 다양한 주체들의 전통과 거주자들의 전통이 고택을 중심으로 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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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살펴본다 각자 다른 전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고택에서 충돌. 

하고 겹쳐지며 새로운 감각을 생성한다. 고택에서는 흘러가는 시간과 고

정된 기억이 경합한다 고택은 양반과 상민의 관계와 기억이 유지되는 . 

공간이다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그에 적응하려는 주민들과 거

주자들의 노력은 겹쳐지면서도 과거에 머문 기억은 갈등을 유발한다 고. 

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제도와 전통 역사적인 관계가 고택에서 겹쳐지, 

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간다 주민들은 과거의 기, . 

억과 관계를 투영하여 제도에 반응한다 이와 달리 새로운 주민들은 국. 

가가 제시하는 표상과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의 작업을 각자의 경

험 기억 및 상상을 통해 받아들인다 전통은 개인의 정서가 투영된 꿈, . 

과 집단적인 꿈을 잇는 지점에서 새롭게 이어진다.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거주자들은 문화재 관리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국가가 부여한 역할을 실천하는 사업단과 담당 공무원은 고택을 . 

전통의 표상이자 감상의 대상으로 보고 외형과 물질적인 측면을 보존하, 

고자 한다 서로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의 층위는 다르지만 고택을 유지. , 

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택 관리자들과 거주자들은 일종의 협력관

계를 맺는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고택을 전통의 표상으로 고정하고자 거. 

주자들의 생활을 강제할 때 거주자들과 충돌한다.

거주자들은 고택을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 국가의 지원과 허용 안에  , 

서 가족의 전통을 잇고 드러내기 위한 시도를 한다 거주자들은 접빈객. 

의 연장 선상에서 체험객들을 대한다 체험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 

전통의 표상을 고택에서 확인하고 낭만과 향수를 충족한다 그러나 체, . 

험객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 대한 이미지와 체험의 괴리가 존재하며, 

그 괴리 속에서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한다. 

 기억과 경험은 사물 혹은 공간에 기대어 존재한다 순간은 흘러가 버 . 

리지 않고 고정된 공간에 기억과 경험으로 새겨진다 그러나 새로운 실. 

천들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기억과 경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전통은 기억과 경험을 포함한 복합적인 인식. 

과 행위의 산물이며 행위자들의 관계와 관계가 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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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변모하며 이어진다. 문화재가 된 고택은 전통에 대한 고정된 

상을 제시하여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전통의 표상을 가지는 출발점이 된

다 고택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정서 지식과 상상에 기반한 . ,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 전통들이 새롭게 드러난다 고택은 그러한 전통들이 얽히는 . 

공간이다. 

고택은 복잡한 작용이 일어나며 확장된 시공간을 잇는 입체적인 교차  

로이다 기억과 경험 집단적인 전통과 개인적인 꿈이 뒤얽힌 고택에서 . , 

순간순간 전통의 의미는 변모한다 이 과정이 곧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 

룬다 문화재가 된 고택 거주자들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 , , 

간마다 고택은 사람들을 더 넓은 시공간에 두며 현재진행형의 전통이 된

다.

주요어 : 전통 공간 고택 문화재 물질문화 , , , , 

학  번 : 2018-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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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1. 

미디어에서는 고택에 사는 사람들의 고색창연한 삶이 펼쳐진다 그들  . 

은 옛 방식으로 밥을 짓고 옛날의 예절을 고수하며 과거의 물건들을 , , 

불편 없이 사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영상미를 강조하여 감각적으로 표현. 

되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성실히 기록되기도 한다 고택에 사, . 

는 사람들의 예스러운 삶은 오늘날의 가치관을 가진 요즘 사람들의 삶과 

충돌하거나 현대 기기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강조되곤 

한다 동시에 이들이 현대인들과 같은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첨단의 문물. 

을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반전을 담은 재미를 주기도 한다.

앞선 모습들이 시선을 끄는 것은 고택에 사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삶  , 

의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쉽게 전통 이라고 뭉뚱그려진다. ‘ ’ . 

오늘날 전통은 보편적인 일상의 형태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전통은 명절. 

이나 세시를 맞이할 때 드러나거나 문화재나 예술 작품 등의 감상 대상 , 

혹은 관광상품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통해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된

다 사람들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 

전통의 표상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정체성을 유지한다. 

전통에 관한 생각들은 변용되고 확장되면서 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집단을 구분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통(Sahlins 1999: 414). 

은 오늘날 삶 속에서 직접 체화되기보다 삶의 외부에 존재하는 문화재와 

같은 대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택 또한 드러나는 모습에 규정적인 설. 

명들이 덧대어지며 전통을 표상하는 객관적인 사물로 인식된다 국가는 .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고택이 전통의 표상임을 보증한다 문화재에 . 

적용되는 제도는 고택의 변화를 제재하여 시간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순, 

간에 영원성을 부여하고자1) 시도한다 미디어는 전통의 상징성을 고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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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내며 정보를 전달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 

택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경험하기보다 오래된 건축물이자 문화

재라는 정보와 함께 감각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택은 문화재인 한편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관  , 

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곳에는 삶 속에서 체화되며 이어지는 . 

또 다른 전통이 존재한다 고택에서는 시각과 촉각을 비롯하여 총체적인 . 

삶의 층위에서 존재하는 생활 속의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 

되고 미디어에 노출된 고택은 전통을 표상하는 공공의 사물이 되어 더욱

더 많은 주체를 끌어들이지만 주체들은 단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표상, 

으로서의 전통이 아닌 또 다른 층위의 전통을 고택에서 생활하며 접한

다 즉 고택은 국가가 부여한 전통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면서도 다양한 .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생활 속의 전통을 체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고택에서 서로 다른 전통이 얽히는 까닭은 고택이 문화재. 

가 되면서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관계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택은 주체들의 이성과 직관 감각이 부여되는 대상이자 행. , 

위의 결과물이며 다시 인간의 인식체계와 정서체계 행위에 영향을 미, , 

치는 사물이다 따라서 고택은 공간과 문화 인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내. , 

는 행위의 상징체로서 문화재로서 국가가 부여한 전통을 단편적으로 드, 

러내는 한편 실제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전통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택  2)은 그곳에 조상 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족의 

1) 벤야민은 새로운 것이 출현하더라도 옛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현 . 
재의 어느 순간을 포착했을 때 그 순간에도 옛것이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
다고 여겼다 연구자는 이에 착안하여 현존하는 대상에 과거의 이미지를 부여하. 
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과
거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집단의 구성원에게 영원성의 이미지를 심어주
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과거는 순간마다 의미가 다르며 따라서 옛것이 . , 
드러내는 영원성은 구성원들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의 의미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제 장( , , V, p.577 [N2a,3] 7 , 
절2 ).

2) 전통 주택 양식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주택 양식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주택 
양식이 등장하며 정립된다 기록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주택 개량이 논의되면서 . 
일본식 주택 양식과 구분하는 의미로 조선식의 주택을 조선 주택 주가라고 일컬, 
은 자료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전통 양식을 따르는 건축물 중에서 일상생활이 이. 
루어지는 주거 공간은 한옥 전통 가옥 전통 주택 주가 등 다양하게 불리어 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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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삶이 담겨있는 생활 장소이다 생활 . 

장소에서는 일상적인 감각을 체화하여 관습적으로 실천하는(Bourdieu 

삶의 아비투스1977) 3)가 만들어진다 고택의 물질성에 기대어 습관화된 . 

행동이 구조화되고 신체에 새겨지는(Richardson 1982: 422), (Pandolfi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주자들은 생활 속의 전통을 만들어간다1990: 260) . 

이때 전통은 거주자들의 무의식적인 관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주자, 

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양식을 따르며 대대로 양반계층이 살았거나 역사성을 . , 
간직하고 있는 전통 가옥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중 기와집을 고택 으( )古宅
로 통칭하고자 한다 오래된 집을 의미하는 고택 은 년 월 일 동아. ( ) 1920 5 25故宅
일보 기사 과 의 동아일보 년 월 일 자(“ ”, , 1920 5 25 . 4移民政策 朝鮮人民 怨恨
면 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후 역사적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로도 .) . 故宅
이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동아일보 년 월 일 (“ ”, , 1929 12 20故具聖傳氏 一週年追悼
자 면 최창규 년 월 일 자 면 백낙준. 3 ; , “ ( )‘, 1931 10 4 . 5 ; , “長江萬里 二十七 今日
금일 의와싱톤 탄생이백년제 를 당 하야 년 월 ( ) (5) ( ) ( ) ”, 1932 2 26誕生二百年祭 當

일 자 면 충무공 고택 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등장하면서 고택 은 . 5 .). ( ) ( )故宅 故宅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는 의미를 띠게 된다 충무공 고택은 처음 묘산의 경. 
매문제로 등장한 이후 정인보 년 월 일 자( , “ ”, 1931 5 15 . 1李忠武公 墓山競賣問題
면 충무공의 업적이 강조되면서 점차 유적지로서의 의미를 띠게 된다 이광수.), ( , 

년 월 일 자 면 을 찾아서“ (2)”, 1931 5 23 . 4 ; “ ”, 1931忠武公遺蹟巡禮 忠武公故宅
년 월 일 자 면 기픈 에 년 월 5 24 . 1 ; “ ”, 1931 7 28因緣 牙山古址 李忠武公顯忠祠
일 자 면 이충무공유적보존회. 2 ; , “ ”, 重建顯忠祠碑文 년 월 일 자 면1932 6 7 . 2 .). 
이후 위당 정인보가 기행문에서 이재고택 을 언급하며 고택 이라( ) ( )頤齋古宅 古宅
는 단어가 등장하며 정인보 을 찾아서 년 월 일 자 면( , “ ”, 1934 8 23 . 8 .), 忠武公故宅
이듬해 조선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사에서 정몽주 고택이 언급된다 의 (“朝鮮 文化

과 아울러 그 일 자 면 이로부터 ( )”, 1935. 2. 15 . 3 .). 遺產 特殊性 傳承方法 十二
과 이 의미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무공 . 古宅 故宅
주기 경향신문 년 월 일 자 면 이후의 기356 (“ 356 ”, , 1954 12 11 . 2 .) 忠武公 周忌

사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의 경우 을 더욱 자주 사용하며 년 이, 1967古宅
후 문화재인 고택은 을 사용한다 을 으로 동아일보(“ ” , 古宅 玉山書院 史蹟 指定

년 월 일 자 면 또한 문화재청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고택 문화1967 2 3 . 3 .). , 
유산은 국가 민속문화재 제 호 구례 운조루 고택 년 8 ( , 1968 11求禮 雲鳥樓 古宅
월 일 등록 과 국가 민속문화재 제 호 창녕 진양하씨 고택25 ) 10 (昌寧 晉陽河氏 古

년 월 일 등록 인데 이후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고택의 경우 보, 1968 11 25 ) , 宅
편적으로 한자를 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古宅

년 월 일 접속 고택 키워드 검색 문화재청 2019 11 20 , ‘ ’ , http://www.cha.go.kr/, 
년 월 일 접속 고택 통합 검색2019 11 21 , ‘ ’ ).

3) 아비투스는 부르디외가 신체와 정신 감정이 동시에 길들어 신체적 습관을 만들
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창출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 
이다 공간에서의 작용을 통해 구조의 배치와 생성체계 아비투스가 구성되고 이. , , 
것이 다시 공간을 구성한다(Bourdieu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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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 속에서 전통을 잇는다는 의지로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 

고택에서의 일상을 그들만의 전통적인 문화로 받아들인다 이때 . 고택은 

거주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상기시키는 건축물이며 현재, 

의 관계를 설정하는 매개물이다 한편 고택은 국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 

전통을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외부인들이 전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이 집단적인 정. 

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공동체의 문화임에도 주체들이 인식하는 전통이 ,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전통들 이라는 복수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 ‘ ’
한다 이 중 국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통은 주체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 

문화재와 같은 객관적인 사물을 통해 인식하는 상징체를 뜻하며 이를 ,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인식하나 일상 경험의 바깥에서 공적으로 인식되

는 관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러 층위의 전통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 

의 인식과 실천은 고택 안에서 얽히고 충돌하면서 고택에 역동적인 내력

을 새긴다(careers) .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총체적인 움직임의 대상이자 배경인 고택에  

서 본 연구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인식하는 전통과 국가가 제시하는 전

통 거주자 생활 속의 전통 등 다양한 전통들이 얽히는 바를 보기 위해, , 

고택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 

는 고택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과 국가를 주체로 보고 그 관계의 중심에 , 

고택을 놓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아래의 질문에 답을 찾는 구성을 . 

취한다. 

첫째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국가가 제시하는 전통의 이미지는 고택에 , 

어떠한 실천을 통해 부여되는가? 

둘째 고택의 내력과 그곳에 살았던 조상들의 기억과 경험은 현재 거주, 

자들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거주자들은 고택을 통해 외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

장에서는 국가와 고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공적 질서로서 전통의   2



- 5 -

이미지가 고택에 부여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과 장에. 3 4

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전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생활 속의 전통과 얽

히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거주자와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다 장에서는 고택 거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전통들을 살펴. 3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 얽히며 충돌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공유되는 전통이 생성되는 . 

과정을 짚어본다 장에서는 거주자들이 고택을 중심으로 주민들 외부. 4 , 

인들과 관계 맺으며 각자 다른 전통에 대한 인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

치며 새로운 감각을 생성하는 바를 알아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행위자들이 고택을 매개로 관계 맺는 양상을 살  

펴보고 고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전통들이 어떻게 얽히며 작용,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를 고택을 둘러싼 관계의 맥락이 . 

해체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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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 

기존의 연구들이 일상적인 것을 전통으로 발견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  

해왔다면 이 연구는 국가가 제시하는 전통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통에 , 

대한 관념들이 고택에서 생활 속 전통과 만나며 일상으로서 재현되는 양

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 고택의 구조와 기능에 집중. 

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살피고 전통의 상을 만들고자 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짚어 오늘날 고택에서 그러한 전통의 상이 실천

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가고자 한다 또한 고택은 물질문. 

화로서 유형의 사물이기도 하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 

이러한 사물과 공간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이들이 사람들의 , 

인식에 작용하는 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 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

고자 한다 고택의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 

가 없기 때문에 고택과 사물 공간을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 

이어서 전통에 관한 논의를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살린스는 구조를 체제를 생산 재생산하는 문화적 범주들의 상징적인 관, 

계로 보았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은 상(Sahlins 2014: 8). , 

징적인 관계 속에서 유의미하도록 해석된다 때로는 사건을 해석하기 위. 

해 문화적 요소들의 상징성과 그러한 요소들의 관계가 달리 이해되기도 

하므로 구조는 변화하면서도 지속된다 전통을 이러한 구조를 표현하는 , . 

문화의 한 범주로 보는 살린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전통의 표상을 만들, 

고자 하는 국가의 작업이 전통들을 복합적으로 전승하는 양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을 표상하는 사물로서 문화재.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각각의 접근에서 드러나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짚어 볼 것이다. 

고택 사물 공간1) , , 

고택에 관한 기존 논의는 발굴 결과를 정리하여 건축사를 정립하면서   

시작되었다김정기 이형원 에서 재인용 김정기 김( 1968, 1974; 2018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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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언 이후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에서는 집을 생활의 무대로 간주1988). 

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능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요시유키 

황철산 김광언 김광언은 고택과 부속 1924: 2~11; 1965: 3~10; 1988: 7) . 

시설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고 김광언 이( 1988, 1989), 

를 바탕으로 한국 가옥의 특성과 민속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 이후의 . 

논의에서 고택은 신성화되거나 정치화 관습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상징·

적인 공간으로 해석된다김광언 배영동 김남응 안혜경 ( 1989; · 2004; 

배영동 김영주 예를 들어 조선 시대 가옥은 신분을 2009; 2010; 2016). 

반영하는 규모에 따라 다른 집짓기 과정과 의례 풍속을 가지고 유교 , , 

중심의 신분제 사회라는 당대의 맥락에서 유교적 가치와 신분을 드러내

는 상징성을 띤 공간으로 분석된다 주남철 백영흠 김미영 ( 1980; 1990; 

한편 고택의 물질성에 주목한 연구도 시도된다 강정원은 가옥의 2015). . 

공간구조와 구성의 변화를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문화를 바탕으로 파악하

며 주거행위를 기록하고자 했다 강정원 이러한 연구들은 고택의 ( 2003). 

구조와 기능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생활과 사회상을 파악하고자 /

시도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고택의 구조와 유형을 정립하여 전통의 양상. 

을 제시하고자 하며 고택에 전통의 상징적 관념을 부여한다 즉 생활공, . 

간에서 전통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택에서 살아가는 . 

주체들의 의도와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 고택을 둘러싼 당대 주체들의 . 

생활에 오랜 시간 참여하여 관찰하지 못한 까닭이다. 

건축학적 관점에서 고택에 관한 논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 

물질적 측면의 분석에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측면을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년대에는 건축물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논. 70

의가 이루어진다 윤장섭은 한국 건축의 유형을 시대별로 정리했으며 윤. (

장섭 정인국은 서양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건축 양식의 변천을 1973), 

체계화했다 정인국 이후 건축학적 논의는 형식과 양식의 변화를 ( 1974).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강영환은 조선 시. 

대 상류 주택을 지역별 시대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한다 김종태 강영환 · ( ·

류현주 강영환 정진희 강영환 강영환 전봉희1997; · 2001; · 20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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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옥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원형성을 파악하여 한옥의 변천을 파악하

고자 한다 전봉희 권용찬 이용재 전봉희 전봉희 ( · 2005, 2008; · 2011; 

같은 맥락에서 이주옥 한필원 은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을 2013). · (2002)

대상으로 전통 주거건축물이 현대의 주거생활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건

축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주거공간의 구성방식과 의미의 변화에 주, 

목한다 이런 논의들 또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양상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다, . 

른 한편에서는 고택의 물리적인 구조를 상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건

축학적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조중근 김흥곤 김흥곤 조중근 손( · 1994; · ·

태진 최기수 박수호 궁선영 민속학에서와 마찬가지1997; 1999; · 2007). 

로 고택은 지배적인 생활윤리이자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교 이념을 구현

하는 건축물이며 거주자들의 사회관계와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오, 

늘날 역사적 가치가 담긴 건축물로 파악된다 기존의 건축학에서의 연구. 

들 또한 건축물의 전통적인 유형을 제시하며 건축물에 담긴 전통의 상, 

징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건축학에서 기존의 고택 연구는 물질적 측. 

면의 변화를 추적하고 정치적 윤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주거건축물로서 ·

상징적인 기능을 주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현재의 일상을 ,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검토하지 못한다 앞선 연구들에서 . 

본 바와 같이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구분하게 되면서 건축물에 

새겨진 삶의 경험과 기억이 간과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에 의한 . 

연구는 기능을 통해 사회상을 분석하는 물질문화에 관한 논의와 통하는 

바가 있다.

물질문화에 대한 논의는 사물을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  

지 않는 구조와 가치 신념 사상 등을 구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프· · . 

라운은 사물을 해석할 때 구조주의적 접근과 결정론적 접근의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구조주의적 접근은 사물이 사회에 따라 (Prown 1982: 6).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물을 통해 특정 집단을 파악하, 

고자 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는 사물이 만들어진 때의 가치 신. ·

념 사상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날 달라진 사물의 의미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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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치 신념 사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결정론적 접근· · . 

은 사물을 만들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결정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사물 자체에 작용하. 

는 관계에 관한 탐구로 이어진다 즉 행위자들의 감각적 경험과 기억. , 

이해에서부터 감정적 주관적 반응까지 파악하고 추론하면서 구체적인 ( ) 

사물에서 중층적인 의미를 끌어낸다 그러나 사물을 해석하는 두 접근 . 

방법의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한가지 접근 , 

방식에 치중하는 것은 사물의 성격에 따라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파

악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한가지 예로 건축물은 행위자. 

들의 인식과 행위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드러내는 사물이다 따라서 . 

그곳에서의 기억과 경험 관계를 탐구하여 건축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결, 

정론적 논의가 가능하다 한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통해 당대 . 

사회의 가치관과 현재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들의 . 

인식과 행위는 사회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건축(Sahlins 1999: 413), 

물은 행위자의 인식과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매개이기에 결정론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을 구분해서

는 건축물에 관한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살린스는 사물이 가지는 의미의 도식 에 따라 역사의 질서가   (schemes)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역사의 질서가 그러한 문화의 도식을 형성, 

한다고도 보았다 즉 건축물과 같은 사물은 개인의 (Sahlins 2014[1985]: 7). 

믿음과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위와 인식이 이어지, 

도록 하여 역사적 질서를 유지한다 건축물은 과거에 새겨진 기억과 경. 

험을 오늘날 재현하고 그때와 이어지거나 달라진 오늘날의 가치를 바탕, 

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매개물이 된다 건축물에 관한 논의는 그 기능을 . 

통해 행위자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 구조에 관한 논의로 확장된

다. 

건축물은 거주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  (Prown 1982: 14) 

상의 내력을 담고 있다 거주자의 정체성은 조상의 역사와 이어지므로 . 

개인은 사회적 삶의 파편적 존재가 아니라 총체성을 가진 역사적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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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거주자 삶의 내력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는 상승하고 건축물의 . , 

내력 또한 거주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드러낸다 거주자의 정체성. 

은 지나간 때를 간직한 물질적 실체와 동일시된다. 

워렌 로버츠는 사물을 민중 생활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배영동 에서 재인용 그는 사물의 도구적 기능과 (Robert 1988: 2014 ). 

기술적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물의 역사성에 의미를 두거나 ,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사물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다 이러한 논의는 사물의 내력을 해석하여 가치 생성 과정을 짚어보고. , 

주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물을 이해하려는 학자들에 의해 보완된다 코. 

피토프 는 사물을 생애에 따라 분석하고자 시도한다(Kopytoff 1996[1986]) . 

그는 족의 헛간을 중심으로 집이 처음에는 부부의 집에서 점Zaire Suku

차 가족의 집이 되면서 변화해오다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일련의 생애사

에 집중한다 그는 집의 생애사가 거주자들의 (Kopytoff 1996[1986]: 67).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서사를 만들며 특별함을 부여한다고 이해한다 즉 . 

사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력을 가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생성된 사물의 가치는 사물이 세대 . 

너머로 이어지면서 축적되고 확대된다 이러한 이해는 상속되는 사물을 . 

조상과 이어지는 소유자의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보고 그 , 

사물을 상속되면서 가치를 더하는 정서적 특징을 지녀 양도할 수 없는 “
재화 로 보는 와이너의 인식과도 맞닿아있다” (Weiner 1985). 

역사성을 띤 사물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는 사물의 사회적 의미를 결정  

한다 사물의 내력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하고 아파두라이는 상품. 

사물 이 시공간을 건너오면서 가치를 획득하고 변화시키는 맥락에 주목( )

한다 시공간적 거리가 생기면 그만큼의 내력을 알 수 없고 내력의 부. , 

재가 만들어낸 신화 서사 가 가치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4) 사물의 가치는 . 

사물의 교환으로 이어지는데 사회 정치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사물, ·

의 사회적 교환은 제한되기도 한다 교환이 가(Appadurai 1996[1986]: 25). 

4) 아파두라이는 사물의 상품성을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벗어나 사물의 교환 가치와  
관련짓는다(Appadurai, A. (1996).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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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막힌 사물은 기존의 문화적 환경에서 이탈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 사물은 사회에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며 사. 

회의 구조를 변형 또는 재생산한다 그러나 사물의 새로운 가치도 기존. 

의 가치가 유지되던 맥락에서 획득된다(Appadurai 1996[1986]: 25~29).

이를 문화재가 된 고택의 경우에 적용하여 내력이 새겨진 오래된 건  , 

축물이 서사를 덧입으면서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 

택은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건축물이자 재화였으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서 가족의 내적 가치에 공공성이 더해진다 상품 가치는 곧 전통의 가치. 

로 전환된다 고택은 현실적인 교환이 가로막힌 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 

표상하면서도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건축물은 거주자들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기억을 직면하는 공간을 이  , 

룬다 공간에 대한 인식과 신체적 경험이 공간을 상징화하고 행위자는 . , 

자신의 인식대로 상징화된 공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인류학적 

논의들이 존재해왔다(Mariella Pandolfi 1990; Pierre Bourdieu 1973; 

James Fernandez 1977; John Gray 1999; Michael Herzfeld 1993; Miles 

이러한 Richardson 1982; Margaret Rodman 1992, Setha Low 2000,2004). 

논의들도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진다 먼저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통해 . 

공간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며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는 이 푸 투안의 

해석 과 인간이 자신의 질서를 투영하여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한다(2007) , 

는 렐프 의 논의는 공간의 의미를 결정짓는 인식과 행위에 초(2005[1976])

점을 맞춘다 이러한 논의들은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가 매우 복합적으. 

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작용이 다양하게 충돌하여 공간의 의미를 구성함, 

을 세밀하게 밝힌다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는 (Lefevre 1991, Low 2003). 

집단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다양한 행위자의 작용이 만들어낸 공간은 곧 , 

집단의 가치관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공간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질서가 인식과 행위를   

형성하는 측면에 주목하기도 한다 는 공간을 집단 . Ulf Palmenfelt(2011)

서사를 형성하여 경험과 기억을 잇는 지배적인 구성단위(dominant units)

의 하나로 꼽는다 공간에서의 경험과 기억이 되풀이되어 이야기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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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서사가 형성되고 이는 개인의 생활에서 무의지적인 작인, (agency)

으로 작용하여 개인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어간다 이러한 두 .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공간과 행위자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인은 공간, 

을 통해 형성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는 

논의가 존재한다 세타 로우 는 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기억. (Low 2003) , 

이미지와 물질의 일상적인 사용을 통해 공간에서의 경험이 변형되고 경

험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

한다 이념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경합하여 공간을 . · ·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 · (Low 2000). 

공간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를 보완한다 그는 감각기관과 몸. 

을 통해 인식하고 행위를 하는 공간적 실천 인지 또는 이데올로기를 공, 

간에서 드러내는 공간재현 이 둘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상징으로 , 

체험되는 공간을 뜻하는 재현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간을 변증법적으

로 생산되는 사회적 생산물로 보았다 즉 그는 공간을 실(Lefevre 1991). 

제로 감각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복합적이고 상징적

인 체험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고택은. 사회의 이상적인 가치 

관을 품고 있다 그곳에서 고유한 실천을 통해 행위자들은 인식을 드러. 

낸다 즉 현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구현하는 공간적 실천. 

을 통해 사회의 가치관을 담은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정(Lefevre 1991)

체성이 변모하면서도 이어진다.

이렇듯 정체성을 구현하는 개인의 삶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물질성  

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물질적 유산으로서 건축물과 삶을 함께 , 

주목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쿠만은 수도원에서의 삶과 건축물. 

을 관련지어 건축물과 유산 전통의 관계를 다룬다 그에 , (Coomans 2018). 

따르면 건축물의 가치는 그곳의 장소의 정신이 결정짓는다 장소의 정‘ ’ . 

신은 건축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역사와 기억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건축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한다 고택에서 살아가는 주, . 

체들의 역사와 일상은 고택의 물질적 측면에 기대어 그들의 인식과 행위

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고택의 내력과 결합하여 오늘날의 가치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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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다 강동진 김미연 박능재는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이기 이전에 . · ·

생활이 꾸려지는 장소임에도 원형복원과 보존에 초점을 둔 일반문화재의 

틀 안에서 관리되는 측면을 비판한다 제도에 의해 삶의 흐름이 단절된 . 

마을은 경직된 규제에 대응하며 변화한다 그는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마을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유산으로 인

식하고 내적 충실도 를 채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동진 김미연 박, ‘ ’ ( · ·

능재 논의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거주자들의 삶에 2011). , 

주목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앞선 논의들. 

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고택에 주목하여 삶의 복합적인 작용을 보고자 

하는 민속지이다.

전통2) 

학자와 학계에 따라 전통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해왔다 논의들  . 

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을 시간에 따라 내재적으. 

로 전수되는 문화적 특성 으로서 그 상징성에 의해 (Kroeber 1948: 411) , 

과거로부터 변치 않고 이어지는 유산크리언 던데스 으로 보( 2004, 1965)

는 고전적인 흐름이 있으며 이에 맞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징성을 이, 

용하여 전통을 목적에 맞게 현대에 재구성되거나 창조되는 것(Handler & 

앤더슨 홉스봄 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있다 앞Linnekin 1984, 2002, 2004) . 

선 입장은 전통을 영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후, 

자에 의해 비판되어왔다 후자의 구성주의적 입장은 근대국가가 출현한 . 

이후 전통에 관한 논의에서 지배적인 관점을 이루며 내셔널리즘의 구, 

축 원주민 문화의 낭만화 엘리트 계층의 문화를 이용한 정치 등을 설, , 

명하며 발전해간다 두 논의에서는 모두 전통의 상징적인 특성에 주목한. 

다 전자의 입장은 전통의 변하지 않는 순결한 특성에 대한 모호한 의미. 

와 정의를 남기고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후자는 전통의 진정성과 해석에 관해 끝맺을 수 없는 논의를 촉발한다. 

전통은 민중들 사이에서 유산으로서 존재하고 근대성과 대립하는 측  , 

면을 가지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관념이다. 살린스는 양 측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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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정하지 않으며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살

린스의 견해에 주목한다 살린스는 전통을 문화 안에서 이해한다 그는 . . 

문화의 실천이 패권적으로 시행되거나 반혁명적인 저항을 위한 책략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여 문화의 기능적 측면을 인정한다, (1999: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재 방식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집단406). 

적인 운명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식하고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정

체성을 가진다 공동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행위자. 

이자 주체가 된다 전통은 목적성을 가지는 문화의 일부(1999: 413~414). 

로서 그는 로저 키징을 인용하여 전통이 공동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계, 

급적 관계를 위장한다고 보았다 즉 살(Keesing 1996: 164; Sahlins 1999). 

린스는 전통이 이념적인 책략으로서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명되며

엘리트 계층은 외부의 문화 또한 도구적인 목적으로 받아들(1999: 404) 

여 토착의 전통을 변용하고 확장한다 고 이해하여 전통의 고유(1999: 414)

성을 기능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전통을 국민국가 형성기에 국민 또는 .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구성주의적 논의들과 궤를 

같이한다 앤더슨은 민족을 왕조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기에 . 

관 주도의 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 등장한 상상된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

해한다 앤더슨 그는 민족 을 사람들이 같은 문화 체계 안에( 2003: 264). ‘ ’
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일체감을 가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배 계

층이 이익을 얻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사건을 공유하는 기억과 . 

경험은 전통이 되어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한다 홉스봄은 전통의 .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과거와의 연속성과 불변성을 내세우. 

며 공인된 규칙과 상징성을 갖는 관행과 특정한 의례들은 만들어진 전‘
통’(Hobsbawm & Ranger 으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1983: 21)

지한다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과거의 요소들은 선택되며 오늘날의 . ,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재발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Handler & Linnekin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전통은 국가 만들기의 기획으로서 과거에 1984). 

선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거쳐 구성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객, 

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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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살린스는 이러한 기능에 부합하도록 전통과 문화가 선택되는   

과정에 구조가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구조가 문화적 범주들의 관계. 

이며 내적 통시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구조는 사건에 의미를 부, . 

여하여 받아들이게 하고 사건을 통해 변화하기도 (Prescriptive structure), 

한다(performative structure).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행위자들이 이해

에 따라 행동하면서 문화적 범주는 실천적으로 현실화한다 이를 국면의 . 

구조 라고 한다(structure of the conjuncture) . 행위로 이어지는 개인의 의 

도와 관심에는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문화 패턴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

으며 사건 중에서 집단의 내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만이 해석되어 의미, 

를 가진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선험적 개념과 . 

행위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 삶의 역사는 사회적 역사에 합일되도록 해, 

석되어 의미가 부여되는 한편 기존의 관념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과거에 충실하면서도 과거를 초월하여 과거에 오늘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전통으로 선택되고 구성되는 문화는 집단의 . 

구조를 드러내며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는 살아있, 

는 전통으로 이어진다5) 이는 실즈가 이해하는 전통과 공통점을 가진다. . 

실즈는 과거로부터 존재하며 이어온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을 전통으로 

정의하며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을 재현하고 선택하고 수정, /

한다고 주장한다 학제를 뛰어넘어 전통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 

실즈의 논의는 이후 전통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바탕에 놓여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는 전통은 변화하면서도 지속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속을 . , 

위해 변화한다고 이해한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Shils 1992[1981]: 27). 

전통은 구성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는 문화이다. 

따라서 전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작업과 일상적인 사건들과 

행위와 실천 속에서 발현한다 과거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관점에서 계. 

속해서 이루어지며 그 의미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변모하면서도벤야민 (

5) 그는 오늘날의 스모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상품화되고 변모하면서도 역사 속에서
도 변하지 않고 반복되어 적용되는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맥락에 따라 변형, 
되면서 역사를 건너 살아있는 전통 으로 이해한다(Living tradition) (Sahlins, M. 
(1999). “Two or Three Things that I Know about Cultur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쪽 참고 5(3):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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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일부분을 이룬다 케퍼러는 이러한 2006, Shils 1992[1981]: 254) . 

전통의 의미를 일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의 차원을 낮춘

다 그는 전통이 일상 속에서 행위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신념으로 작용.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공적인 전통 담론에 따라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험을 통해 집단적인 문화의 (Kapferer 1988: 210). 

틀인 전통을 인식하며 개인은 전통을 일상화하는 주체가 된다 살린스, . 

의 논의를 적용하면 이때 우연한 행위 또는 사건도 기존의 구조 안에서 

이해되거나 기존의 전통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으로 이해된

다 전통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전통은 이어지. . 

고 변화는 전통의 조건이자 부분으로서 전통을 재생산한다, . 

앞서 살린스가 사물이 문화의 의미와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상정했  

으므로 유형문화재는 전통을 표상하며 전통이라는 관념에 담겨있는 구, 

조를 물질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의 기능과 목. 

적성은 문화재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되어왔다 국가는 문화재를 지정하. 

여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 

문화재를 국민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동원했다 문화재는 민족 문화의 신. 

성한 결정체로 성화되는 본질화 과정을 거치며 구체적인 상징물로 전유

되었다 정수진 이러한 논의는 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해 전통을 구( 2007). 

성하는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의 기능을 드러낸다.

유형의 문화재는 국가가 전통의 표상으로 선택한 물적 대상이다 특히   .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부여된 의미와 함

께 현재 맥락에서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 

유형문화재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과거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조성실 유형문화재를 둘러싼 행위와 관계는 오늘날 간과되어왔( 2017), 

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국가의 재현 작업과 행위와의 관계를 무형문화. 

재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수진 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문화적 표상을 구성하고 정체  (2008)

성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재현작업으로 이해한다 남근우 는 무형. (2006)

문화재가 지정되고 관광화되면서 전통의 원형성이 발견되고 재맥락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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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주목하며 민속 문화의 진정성이 국가의 공인이나 학자의 해석

이 아닌 생산 주체와 소비자의 다양한 해석과 실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속 문화가 관광화되더라도 고유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살

린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이어진다 살린스는 문화가 기본(1999: 411) . 

적으로 혼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기존의 구조를 바탕으로 외부의 문화를 , 

받아들여 고유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이해하여 관광화된 전통의 비진정성

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 

이렇듯 무형문화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  

는 논의와 민속 행위에서 드러나는 전통에 관한 연구는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해석과 역학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나, 

아가 물질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유형문화재를 둘러

싸고 벌어지는 행위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제시한다 임근. 

혜 는 무형문화재 장인을 생활인으로 상정하고 생활 속 실천에 전(2015) , 

통을 계승하는 원동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유기를 전근대사회에. 

서부터 역사적 생을 갖는 사물로 파악하여 전근대 물질문화에 대한 협, 

소한 이해를 확장하여 전통을 오늘날 구성되면서도 지속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물질문화와 무형문화재 장인을 통해 전통이 이어지는 양상에 . 

주목하는 임근혜의 논의는 고택과 그 안에서의 생활에 주목하여 전통을 

계승하는 양상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성실. 

은 무형문화유산의 문화공간을 전수자들의 삶의 영역이자 무형문(2017)

화유산의 전승 행위가 실천되는 영역 으로 정의하며 무형문화(2017: 156) , 

유산을 보호 전승할 때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7: 170). 

나아가 문화유산을 바라볼 때 유무형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

하여 유형문화재 연구의 실마리와 가능성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에서부. 

터 고택 또한 역사적 생애를 갖는 물리적 공간으로 두고 생활인들이 상

호작용하며 전통이 구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오늘날에도 생활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고택에서의 행위  

들을 통해 전통이 재현되는 바에 주목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정립된 전통의 양상이 다시 고택에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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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활동 속으로 포함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 

수용하면서도 이 지점에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 

고택을 인식과 행위의 중심에 두고 고택과 전통 전통과 사람 사람과 , , 

고택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즉 행위자들이 인식과 정서에 따라 . 

다양한 층위에서 전통들의 의미를 달리하며 상호작용해온 고택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택을 사람들 사이의 총체적인 문화적 맥락. 

을 반영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이자 공간(Cultural context, Boas 1920)

으로 전제하고 전통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이해와 가치 태도가 수용되, , 

고 충돌하는 일상에 초점을 둔다 고택은 의식 무의식적인 생활 속의 . ·

전통을 인식하는 공간이며 다양한 층위의 전통들이 얽혀 서로 영향을 , 

끼치면서 각자의 전통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공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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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3. 

연구 대상 문화재가 된 생활공간1) : 

이 연구의 대상은 전통적인 양식으로 새롭게 지어져 전통을 상징적으  

로 구현하는 한옥이 아닌 과거에 지어졌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성, 

을 인정받은 고택이다 또한 미디어에서 전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회 . 1

이상 소개된 고택들 가운데 실제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생

활하고 있으며 한옥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한옥 마을이나 전통문, 

화체험 공간 등으로 특구화되지 않은 공간을 통해 일상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곳 중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곳은 구미시 . 

해평면 해평리에 위치한 쌍암고택이다 쌍암고택을 중심으로 쌍암고. ⓐ 

택 거주자들 쌍암고택의 존재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 , ⓑ 

문화재로서의 쌍암고택과 관련된 기관 사람들 쌍암고택을 방문하ⓒ ⓓ 

는 방문객·체험객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오랜 시간 고택이 존재해 온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분석  

하여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고택의 위치를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고택에 대대로 살아온 가족들이 마을에 정착하여 고택에 살게 . 

된 내력과 함께 고택이 문화재가 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고택에 사는 , 

거주자들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여 쌍암고택과 거주자들 지역주민 및 외, 

부자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보여주고자 한다.

해평리(1) 

해평리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에 속한다 구미는 경상북도의 남서  . 

부이며 동쪽으로 군위군과 의성군 서쪽으로 김천시 남쪽으로는 칠곡군, , , 

과 성주군 북쪽으로는 상주시와 맞닿아 있다 년까지 구미는 선산, . 1995

에 속하는 행정구역이었다 선산은 삼국시대 신라의 일선군. ( 이었)⼀善郡

으며, 일선 숭선 선주 화의 로도 불리었다( )· ( )· ( )· ( ) .⼀善 嵩善 善州 和義 진 

평왕 때 주( )州로 승격되었다가 신문왕 때 폐지된다6) 이후 선산은 년. 757

6) 善山邑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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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경덕왕 년 숭선군 으로 바뀌었다가 년 고려 성종 ( 16 ) ( ) 995 ( 14嵩善郡

년 에 선주 로 변경되었고 현종 년에 상주) ( ) , 9善州 에 속한다 선산은 ( ) . 尙州

년 고려 인종 년 에 일선현 이 되었다가 지선주사1143 ( 21 ) ( ) ( )⼀善縣 知善州事

로 승격되었으며, 년 조선 태종 년 에 선산군 이 된 후 도 1413 ( 13 ) ( )善⼭郡

호부로 승격된 기록이 남아있다7) 일선지. 8) 조선 영조 에서도 선산군을 ( )

일선으로 부른 것이 확인된다 년 선산은 대구부 선산군에서 경상북. 1896

도 선산군으로 편입되었다 지도 을 보면 년 선산은 낙동강을 . [ 1-1] 1918

중심에 두고 있어 수로를 이용한 교통과 물류가 존재했으며 낙동강 양, 

쪽으로 평야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선산군 안에 선산면과 . 

해평동이 속했다 선산면은 년 선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79 .

구미 는 일선지에서 선산부의 남면 구며리  ‘ ’ (仇旀 로 언급되며 조선 ) , ⾥

시대 상구미면 과 하구미면‘ ( )’ ‘ ( )’上⻱尾⾯ 下⻱尾⾯ 9) 또는 하고미면, (下古

과 상고미면) ( )’尾⾯ 上古尾⾯ 10)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된다11) 년 상고. 1914

면 과 하고면 을 통합하여 구미면 이 신설되었( ) ( ) ‘ ( )’上古⾯ 下古⾯ ⻱尾⾯

다12) 년 구미면은 구미읍이 되었다 년 섬유단지와 공업단지가 . 1963 . 1969

조성되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년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1978

통합되어 구미시로 승격되었다 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되어 도. 1995

농통합시인 구미시가 신설되면서 구미의 상위 행정구역인 선산은 선산읍

으로 축소되어 구미시에 속하게 된다 즉 경제 개발 개년 계획에 따라 . 5

국가 주도로 구미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모여들어 하위 행정구역이 상

위 행정구역을 포함하게 되는 특이한 이력이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구미 , 

일대는 오랫동안 선산으로 인식되어왔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
8) 년 조선 광해군 년 최현이 편찬한 경상도 선산군의 읍지 현재 구미시의  1618 ( 10 ) . 

연혁 지리 인물 풍속 등을 기술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선· · · ( 2020. 4. 8. ‘
지 검색’ ).

9) 輿地圖書『 』
10) 戶口總數『 』
11) 고적조에 구며역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구미역 (一善誌『 』 으로도 기록)仇彌驛

되어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구며역, 仇旀 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驛
같은 문헌에 구며리(仇旀 와 위치에 차이가 있어 별개의 지명인지 확인할 수 )里
없다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 . 2011).

12) 선산편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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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선산지역 지도 년 인쇄[ 1-1] . 1918 . 1 : 50000

해평면은 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군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 

해평면의 서쪽으로는 선산읍과 고아읍 남쪽으로 산동면 북쪽으로는 도, , 

개면이 위치한다 지도 를 보면 해평면 안으로 번 국도와 번 . [ 1-2] 25 927

지방도가 놓여 있어 주변의 읍·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 

평면의 동쪽에 냉산과 베틀산이 놓여 있어 해평리에서도 산세가 보이며,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만들어 낸 평야인 해평들 먹기들이 펼쳐져 있다, . 

해평면 안에는 해평리를 포함하여 개의 법정리가 속해있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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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구미시 해평면 일대 년 촬영 년 인쇄 [ 1-2] . 2015 , 2016 . 1 : 50000

  

  해평은 원래 신라 시대에는 병병현 으로 불리었으며 고려 초에 ( ) , 竝幷縣

해평군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海平郡 13) 조선 시대에 다시 해평현 (海平

으로 불리었다 해평군은 상주목에 속해있다가) . 縣 14) 년 고려 인종  1143 ( 21

년 에 해평현이 선산일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15) 해. 

평은 ‘병병 이외에도  파징 으로도 불리었다( )’ ‘ ( )’竝幷 波澄 16) 조선 후기에 . 

기록된 해평면의 가구는 가구이며 사람 수는 명으로 이 중 남680 , 3,510 , 

13) 新增東國輿地勝覽『 』
14) 高麗史地理志『 』
15)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
16)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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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명 여자는 명이다 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산내면1,588 , 1,902 . 1914

산양면 과 몽대면이 일부 합쳐지며 지금의 해평면이 되었다( ) .

해평리는 해평면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해평면의 진산  . 

인 미석산을 북쪽에 두고 낙동강을 서쪽에 두고 강변에 해평평야를 이, 

루고 있다 조선 후기 선산군 내에 . ‘상아촌 하아촌 남촌 하리 라는 ’, ‘ ’, ‘ ’, ‘ ’
지명이 확인된다17) 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 남촌 하리 아. 1914 ‘ ’, ‘ ’, ‘
동 일부가 편입되어 해평동이 되었다’ 18) 이는 오늘날 해평리로 이어진. 

다. 현재 해평리에 주소가 등록된 주민들은 세대 명 년 월  127 255 (2020 5

일 기준 이다 이 중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쌍암고택의 영향권에 있31 ) . 

다고 판단되는 곳은 가구 정도에 해당한다 지도 을 보면 해평리88 . [ 1-3]

는 남촌 솔뫼 뒷마 산성마 안골 골안 앞뜸으로 나뉘며 쌍암고택은 , , , , ( ), , 

해평리의 앞뜸에 속하면서도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7) 戶口總數『 』
18) 한국지명총람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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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마을 지명에 따라 구분한 해평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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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최씨(2) 

그림 전주 최씨 인재공파 해평파 세계도 [ 1-1] 
본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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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리에 사는 전주 최 씨는 전주최씨 인재공파 해평문중 이다 세   ( ) ‘ ' . 7崔

주손 최수지 가 입향조이다 최수지는 년 사천에서 태어나 그( ) . 1428崔⽔智

곳이 고향이지만 해평에서 해평 김씨 와 재혼하여 년, ( ) 1480 ~1485海平⾦⽒

년 사이에 해평에 자리를 잡았다 파조는 . 인재 최현( 으로 선산 지) , 崔晛

역의 지리와 인물 풍습을 다룬 일선지 를 써서 지역에 대한 기록을 , 『 』

남겼으며 문중의 정착과 번성에 기여했다 년명종 년 에 태어나 . 1563 ( 18 )

년 인조 년 에 사망한 후 숙종 때 선산의 송산서원 에 1640 ( 18 ) , ( )松⼭書院

제향되었다. 이후 대손 최두추가 서울에서 식솔들을 데려와 자리를 잡15

으면서 해평에서 전주 최씨 일가가 세를 이루게 된다 부인 윤씨가 바느. 

질해서 모은 돈을 여섯 명의 손자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중 넷째 최, 

광익19)이 지역의 소금 물류를 담당하여 만석 재산을 이루었다 그가 형. 

제들에게 재산을 만석 씩 나누어 주어 그 시기에 여섯 형제가 마을에서 , 

가장 부를 이루고 융성했다고 한다20). 

원래 쌍암고택은 넷째 농수재공 최광익이 살고 있던 집이었다 그에게   . 

두 아들 최성우와 최승우가 있었는데 둘째 최승우가 결혼한 후 살 수 , 

있도록 쌍암고택 맞은편의 북애고택을 지었다 그런데 그 당시 작은 집. 

둘째 이 큰 집 첫째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첫째 아들 최성우( ) ( ) , 

가 북애고택에 살고 둘째 아들 최승우가 계속 쌍암고택에 살게 된다 이. 

후 그가 처가로 거처를 옮기며 내놓은 것을 그의 촌 조카이자 최재성 7

씨의 대 위 조상인 최운영이 산 후 지금까지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8

쌍암고택에 살고 있다. 

19) 이들 형제의 할아버지인 최두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최수태가 아 6 , 
들을 낳지 못해 둘째 최수인의 여섯 아들 중 첫째 최광옥을 양자로 들인다 따라. 
서 족보상으로는 최수태의 아들과 최수인의 다섯 아들이지만 이들을 형제 혹, 6 , 
은 파로 칭한다 따라서 족보상 최수인의 셋째 아들을 통상적으로 넷째라고 본6 . 
다.

20) 최부자는 대 만석꾼 청송 세부자는 대 이만석 해평 전주 최씨는 형제  12 , 9 ,  6 6
만석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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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암고택

쌍암고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위치한다 년 영조   . 1755 (

년 에 지어진 이후 전주 최씨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 대지는 동서로 31 ) . 

길게 뻗어있으며 면적은 총 이다 사진 를 보면 앞쪽에서부5,014 . [ 1-1]㎡

터 차례로 대문채ㄱ 사랑채ㄴ 중문채ㄷ 안채ㄹ 사당ㅁ이 놓여( ), ( ), ( ), ( ), ( )

있다 대문채는 동향으로 ㅡ자로 위치하며 대문채에 들어서면 사랑. ‘ ’ , 

채가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 마당을 지나면 중문채가 높은 축. 

대 위에 동향하여 ㅡ자로 놓여있다 중문채에 들어서면 안채가 ‘ ’ . 

ㄷ자 형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중문채와 안채는 튼 ㅁ자형‘ ’ . ‘ ’
을 이룬다 그 뒤로 담을 두른 사당이 있다. .

과거 작은 사랑채를 비롯한 별채들이 존재했을 때 고택의 규모는 총   

칸이었으나 지금은 칸 반으로 줄어들었다 사당은 칸 반이다 안채49 , 40 . 4 . 

는 칸이다 ㄷ자의 안채 중앙에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규모인 칸 16 . ‘ ’ 6

대청마루가 놓여있으며 대청마루를 마주 보고 섰을 때 오른쪽 안쪽부터 , 

칸의 찬방과 칸 반의 안방 칸 반의 바깥부엌이 있다 찬방은 문화재1 2 , 1 . 

로 지정될 때 안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이 안방에만 있

었다 ㄷ자형 안채의 왼쪽은 안쪽부터 칸 웃방과 마루 칸 건넌 방 . ‘ ’ 2 1 , 2

칸 그리고 칸짜리 광채가 놓여 있다 왼쪽 윗방 , 1 . 아래에 마루방을 두는 

것은 영남지방 반가에서 보이는 구조다. 대청마루와 안방 부엌은 ㄱ 자, ‘ ’
를 이루어 안방은 안마당과 접하며 자연채광을 받는다 ㄱ자 구조는 영. ‘ ’
남지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중부지방의 ㄱ자형 구조와 유, ‘ ’
사하다. 쌍암고택의 대청마루에는 왼쪽 윗벽에 긴 시렁과 오른쪽 앞 기

둥에 단 시렁이 설치되어 있다 시렁은 간단한 도구를 얹어둘 수 있는 5 . 

일종의 선반으로 다른 고택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시설이다, . 

중문채는 과거 칸이었으나 년에 수리하여 칸만 남았다 동쪽을   7 1942 5 . 

바라보고 왼쪽부터 광채 방 칸 대문 화장실이 놓여있다 사랑채는 , 2 , , . 10

칸 규모이며 ㅡ자형 겹집 구조이다 중문채 바깥마당에 사랑채는 단을 , ‘ ’ . 

낮추어 자리하고 있고 드물게 안마당과 따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 

왼쪽에 칸 자형 사랑방을 두고 오른쪽에는 대청마루를 두었다 방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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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청마루 앞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다 마루 앞쪽의 두 칸보다 뒤쪽의 . 

두 칸을 한 단 높여 제청 으로 사용했다 마루를 높여 위계를 두는 ( ) . 祭廳

수법은 경북 양반 가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다 그중 온돌방과 접. 

해 있는 칸은 상례 때 분합문을 두르고 빈청 으로 사용하였다 대문( ) . 賓廳

채는 현재 칸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왼쪽부터 광채 부엌 방 대문 광5 , , , , , 

채로 구성되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암고택은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성을 갖추

면서도 중부지방의 구성 방식과 영남지방 반가의 구성방식이 혼재된 특

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치가 특이하다 더하여 조선 후기 상류 , . 

주택의 표본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재21)로 지정되

었다22).

현재는 시멘트로 안채 대청마루에 이어진 서양식 화장실을 지어 두었  

으며 안채 뒤로 사슴 우리와 네 동의 컨테이너가 있다 두 동은 창고로 , . 

사용하고 있으며 한 동은 쌀 창고 한 동은 최열 씨의 개인 서실로 사, , 

용하고 있다 대문채 오른편에는 한옥의 외관을 한 화장실을 지어두었. 

다 화장실과 대문채를 포함하여 건물들 주변으로 담이 둘려 있고 대문. , 

이 북향으로 나 있다 년부터 중문채와 사랑채에 고택 체험을 위한 . 2015

손님을 받고 있다 년간 약 서른 팀 정도만이 체험을 위해 방문하여 아. 6

직 관광지이기보다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더 강하다 아울러 쌍. 

암고택은 와 신문 등 미디어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다 기존에도 TV . 

방문객들이 있었으나 미디어에 소개된 이후 방문객들이 급증했다. 

쌍암고택에서 떨어진 맞은 편에 최열 씨는 별채 채를 지었다  10m 8 . 

형제들이 명절에 와서 머물거나 가끔 와서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 2014

년 의 면적에 여덟 채의 지붕을 이어 별채를 지었다 현재 별채 387.96 . ㎡

중 한 채에는 최열 씨의 동생이 살고 있으며 한 채에는 최재성 씨가 머, 

물고 있다.

연구자는 쌍암고택의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거주자들이 살아온 역사를   

21) 쌍암고택은 년 월 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유적 건조물 주 1979 12 31 , /
거생활 주거건축 가옥으로 분류되었다/ / 국가문화유산포털 ( www.heritage.go.kr). 

22) 쌍암고택 수리 내력 자료 문화재청.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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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어보고 이들이 고택을 중심으로 관계 맺는 양상을 분석하여 일상이 , 

공간과 조응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쌍암고택 거주자들은 주요 정. 

보제공자로서 고택에서 생활하며 각 세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들, 

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 

될 것이다.

최열 대 중후반 남성 남매의 맏이 외가에서 태어난 후 중학교 진: 80 . . 10 . !

학 전까지 쌍암고택에서 자랐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타지에서 지. 

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 결혼 후 . 

년에 양조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위해 이웃한 동네에 분가했으나1966 , 

고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년부터 년까지 서울 생활을 한 후 . 1976 1982

지금까지 고택에 살고 있다.   

강계희 대 초중반 여성 최열 씨의 부인 살에 시집왔다 최열 씨: 80 . . . 23 . !

와 마찬가지로 년에 분가를 했으나 고택의 손님을 치르고 어르신들1966

을 돌보기 위해 수시로 고택에 머물렀다 년부터 년까지 서울 . 1976 1982

생활을 할 때도 보름에 한 번 고택에 내려왔다. 

최재성 대 후반 남성 최열 씨와 강계희 씨의 아들 년 월 일: 50 . . . 2015 1 1!

에 고향에 돌아왔다 현재 별채에 거주한다 부인과 자녀들은 도시에 살. . 

고 있다.

 

최주현 대 초반 남성 최재성 씨의 아들 장손 현재 도시에 거주 중: 20 .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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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1] 쌍암고택 드론 촬영 사진
실선 표시: 쌍암고택의 범위 
ㄱ 대문채 ㄴ 사랑채 ㄷ 중문채 ㄹ 안채 ㅁ 사당 : : : : : 
ㅂ 화장실 ㅅ 대문 ㅇ 장독간 ㅈ 컨테이너 박스 ㅊ 밭 : : : : : 
ㅋ 사슴우리 ㅌ 바위가 묻힌 곳 ㅍ 바위: : :  

연구 방법2)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문화재 및 국가 정책과 관련  한 법제 

를 살펴보고 고택 거주자의 가계와 고택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지형에 

주목하고자 했다 고택 거주자인 전주 최씨 문중의 족보. 와 함께 고( )族譜

전자료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아, 

카이빙 시스템을 통해 선조들의 약력과 마을 정착 과정 고택의 소유 과, 

정을 파악한다 고택 거주자들의 생활 양상은 전통적인 생활 단위였던 . 

마을 안팎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고택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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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지형 및 지명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및 생활 권역의 변동을 통, 

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고택을 중심. 

으로 한 거주자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 쌍암고택 거주자의 생활권

역이 포함된 지도와 고택의 구조도를 검토하고 역사적 자료들과 오늘날, 

의 법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통합하여 고택의 현재 입지에 대

한 상황을 중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날 고택 거주자들의 지위와 사회적 관계의   

배경 물리적 위치를 파악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면담, . 

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주고받은 대. 

화 그에 대한 해석 등을 참여관찰 일지에 기록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면담을 다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했

다 사전 조사를 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쌍암고택의 역사적 관계와 오. 
늘날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거주자와 고택이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범, 

주 안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인 관계가 있으며 과거 조· , 

상들이 맺은 관계에 의해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확인

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 

한편 쌍암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주변 경관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제약 또는 보호하면서 개입하고 있는

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거주자들뿐 아니라 문화재가 주민들의 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영향권에 있다

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한정하여 참여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쌍암고택은 현대 건축물과는 다른 경관이 시선을 끌고 미디어에 노출  , 

된 이후 알려지면서 고택 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람객 외에도 많은 방문

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다 쌍암고택의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이. 

들과 교류하는 양상을 거주자들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여 참여관찰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고택 거주자들은 고택과 관련하여 수시로 찾아오는 사. 

람들과 만나며 전통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을 되새기면서 생활

을 이어가고 있었다. 

즉 고택에서 벌어지는 거주자들의 일상과 함께 주민들 및 외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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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전통이 드러나는 

바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 전통은 살린스의 이해에 따라 각 주체가 의. 

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문화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고, 

택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을 국면의 구조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각 주체의 행동 또한 상징적 행위로서 분석하고자 했다 벌어지, . 

는 사건과 이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과거부터 존재해온 습관과 행위로서 /

받아들이는 거주자들의 태도와 행위를 규정적 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하

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건과 행위 또한 전통으로 받아들이, 

며 전통의 의미를 변화하며 이어가는 양상을 통해 수행적 구조가 드러나

는 바를 살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고택을 중심으로 연구참  

여자들이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와 현재의 일상생활이다 고택에서 살. 

아온 삶의 내력 및 조상들의 이야기는 구술사와 결을 같이 한다 문헌 . 

자료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세부적인 삶의 양상과 소소하고 유난하지 않

게 반복되는 일상을 함께하며 거주자들의 삶에 스며있는 경험과 기억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외부의 시선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만 . , 

가족의 순환적인 과업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례 및 

의례들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그중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기, 

록하였다 시간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 24

는 일정한 기간 이곳에 지속해서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사전방문. 

에서 파악한 결과 이들의 일상이 도시와 같은 생활의 리듬을 따르지 않

고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시로 고택의 수리 및 . 

관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관리자가 찾아오며 문화재와 관련해서, 

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고택에 머. 

물며 연구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연구자는 그 자리에서 거주자들의 허

락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년 고택 거주자들이 휴먼 다큐멘터. 2016

리인 인간극장『 』에 출연했을 때 연출팀의 조연출로 참여했다 약 보름. 

간 고택 별채에 머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다 사소한 일정까지도 함께 했으며 방송에 나가지 않는 내밀한 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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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의 촬영에서는 촬영 감독이 따로 존재하지 . 

않았고 연출자가 촬영까지 동시에 진행했기에 연구자는 조연출로서 연, 

출자 한 명만 보조하면 됐다 따라서 다른 촬영보다 상대적으로 거주자. 

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았다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일은 철저한 협. 

업이다 연구자는 조연출이었으므로 연출자와 공통분모를 이루는 역할도 .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거주자들과 친밀한 . 

관계를 만들어 이들이 촬영팀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먼저 마음을 열고 라

포를 쌓는 것도 조연출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촬영 당시에 라포를 만들. 

었기에 이후로도 연락을 가끔 주고받아왔다 그래서 연구를 계기로 다시 . 

찾아갔을 때도 거주자들은 연구자를 쉽게 받아주었으며 이미 형성된 라, 

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쌍암고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접근을 허락받았다 거주자들은 연구자를 진 로 부르다가 점. ‘ PD’
차 호칭을 진선생 으로 바꾸었다 연구자는 사전 연구 기간에 고택에 당‘ ’ . 

일치기로 다녀오거나 며칠씩 고택에 방문하다가 점차 머무는 기간을 늘, 

렸다 그리고 연구 기간에 틈틈이 전화를 했다 년 월 일부터 월 . . 2019 9 6 9

일까지 일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중문채에 함께 지내11 6 , 11 8 11 12 5

며 거주자들과 친분을 다시 쌓았으며 마을 분들과 안면을 텄다 승, . IRB 

인받은 직후 년 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월 2019 12 . 12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중문채에 머물렀고 월 일부터 2 12 22 21 , 12 30 2020

년 월 일까지 일간 다시 고택에 머물렀다 이후 월 일부터 일1 9 11 . 1 23 25

까지 일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머물렀다 머무는 동안 아3 , 2 7 2 10 4 . 

침 점심 저녁을 모두 쌍암고택 거주자들과 함께 먹었고 안방과 웃방에, , , 

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강계희 씨의 산책에 함께

하는 등 거의 매 순간 함께 있었다 그사이에 세 번의 제사에 참가하고 . 

최재성 씨의 도시 집에도 한 차례 방문했다 강계희 씨 최열 씨의 사교 . , 

모임에도 참여했다 추석 준비를 함께하고 김장을 함께하고 장을 함께 . , 

담갔으며 신정과 구정을 포함한 설날과 동지를 함께 지냈다 거주자들, . 

로부터 연구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고 제사와 , 

명절 때 자주 보는 친척들과도 안면을 익혔다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 



- 34 -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 연구자에게 처음에는 존대했지만 친밀해지자 말, 

을 낮추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연구자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 

딸을 고모가 혹은 이모가 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순간 연구자를 손녀‘ ’, ‘ ’
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사와 명절 집안 행사에 함께 하. , 

며 친척들과도 라포를 형성했기에 최열 씨의 동생을 포함하여 마을 남성 

네 명만이 참여했던 마을 동제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 

고택에서 전통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 밀착하여 전통

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드러나는 삶의 단편들을 포착하고 오늘날에도 ,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신분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이 작용하는 관계

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속학적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

다 완전한 참여관찰이 가능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쌍암고택에서 이들과 . 

함께 거주하며 사소한 특수성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그림을 이루는지 살

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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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전통. Ⅱ

사물에 부여된 전통의 권위 1. 

문화재 제도와 전통 창출1) 

제도는 국민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  . 

리고 제도를 근거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문화재23)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재 관리는 년 미군정청이 담당하는 구황실사무청 을   1945 ‘ ’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구황실사무청 은 년 월 구황실재산총국 으, ‘ ’ 1955 11 ‘ ’
로 개편되었다 당시까지도 문화재는 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 . 1933 ‘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의용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정문교 ’ (

년 월 문화재 관리국 이 설립되고 난 후에야 민족 문화를 2000). 1961 10 ‘ ’
잇고 활용하여 국민과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24) 문화재를 보호한 

다는 취지로 문화재보호법이 년에 제정되었다 국가는 1962 .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민족 문화를 창달· 25)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 ·

치가 큰 것’26)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전에서 문화재는  “고고학 선사·

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 · · · · · ·

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 )所産 27)”, “대상이 구현하

23)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 
24)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 1 .
25) 대한민국 헌법 제 조 참고 9 .
26)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2 .
27) 두산동아대백과사전  https://www.doopedia.co.kr/ 문화재 검색 2020. 06. 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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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28) 로 정의된다 즉 문화재는 그 안에 ” . 

담긴 정신적·상징적인 가치가 중요한 대상이며 그 가치는 인류 공통의 , 

수준으로까지 확장된다 문화재는 국가단위에서 고유성이 강조되며. 국가  

정체성을 국가 구성원에게 심어주기 위해 민족성과 국가 단위에서의 가

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대“
한 구체적 표상이며 한 나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대변 유, , ”(
홍준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에서 재인용 한다고 이해되어 2008: 2010 )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러한 작용 속. 

에서 문화재의 인류 차원의 가치 를 강조하는 것은 그 문화재를 보유‘ ’
한 문화권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문화재보호법  29)과 문화유산헌장30)에서는 문화재가 원래대로 보존되어

야 하는 대상임을 밝혀 문화재의 원형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국가. 는 국

가를 이루는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원형이 있음을 전제하고 문화재, 

가 지금까지 그 원형적 가치를 보존해왔음을 보증한다 문화재는 국가가 . 

인정한 전통의 표상이 된다 원형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 

형태 재료 위치 주변 환경 등 유형적 측면과 예술성 기술 의도 등 무, , , , , 

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수정 즉 개별적이( 2018). 

고 구체적인 문화재는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며 구성원들은 이러한 보, 

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국민은 문화재를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 정서를 , 

담고 있는 민족 고유의 유산31)으로 이해하며 원형성이라는 상징적인 가, 

치를 다시 구체적인 문화재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문화재는 국가 공동. 

체의 역사를 담고 상상된 공동체앤더슨 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 2003)

대상이다. 

는 멕시코에서 혁명 영웅 판초 비야의 집을 혁명 박물관으로 만  Alonso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화재 검https://encykorea.aks.ac.kr/ 2020. 06. 22. “ ” 
색.

29)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 3 .
30) 문화관광부와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97 ’ 

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했다.
31)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문화재청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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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국가의 작업을 살펴 과거를 공식적인 역사로 편입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그는 역사가 유물로 표현된다는 논지 아래 재해석된 (Alonso 1988). 

과거도 국가의 작업을 거치며 날 것 그대로인 양 인식된다고 보았다 더. 

하여 국가는 민족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적 담론과 실천을 통

해 대상의 구체적인 맥락과 지역성 차이를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 . 

문화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가 선택하고 해석한 대상인 문화재는 . 

원형적인 전통을 담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모 하며 과거(naturalization) , 

에 문화재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지역성 문화재를 사용한 주체에 , 

대한 구체성은 탈각한 채 보편적인 국가 공동체의 전(departicularization) 

통을 표상하는 대상으로서 민족주의적 가치를 구현한다 즉 (idealization). 

문화재는 국민 일반이 수용할 수 있는 전통의 상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공통으로 가지도록 하여 연대감을 만들어

낸다.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민족 문화의 구현물이며 국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운용되면서 국가 단위의 공공성을 가진다. 문화재보

호법에서는 국민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협조해야 함을 밝혀 문화재

가 공적인 대상임을 강조하며32),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전통을 담 

지한 공물 이라는 문화재의 지위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 )公物 원형을 

유지하고 보호33)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둘러싼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관계 법령과 관련 법규 안에서도 . 

문화재 및 문화재 지역에 관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문화재를 보호한다34). 

나아가 국가는 문화재 주변 지역까지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개입 영‘ ’
역을 넓힌다. 

32) 문화재보호법  제 4조 참고.
33)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27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용, 

전기통신법 시행령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과 문, 
화재 보호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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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표상을 위한 액자 제시 2) 

문화재 제도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작용들을 통해 국가는 전통의 이미  

지를 만들어낸다 문화재가 된 사물에 제도가 작용하고 미디어에서 문. , 

화재를 의도대로 비추며 사물은 전통의 표상이 된다 문화재는 제도 안. 

에서 다양한 분류 체계에 놓인다 표 에서 알 수 있듯 문화재는 지. [ 1-1]

정 주체가 국가인지 시 도인지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표 와 같이 · . [ 1-2]

국가지정문화재는 지정기준35)에 따라 분류되고 문화재 보호법 내에서 , 

이들은 다시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나누어진다, . 법률 및 행정 분류

체계에서 분류 곳곳에 가옥문화재가 속해있다 앞선 분류 기준을 가‘ ’ . 

옥에 적용하면 가옥은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와 시 도민속문·

화재로 나뉜다 그리고 지정기준에 따라 가옥은 어떤 가치가 강조되느냐. 

를 고려하여 국가민속문화재 보물 사적 등에 편재한다 유형, , . ( )有形 의 문

화유산이지만 가옥 대부분은 유형문화재로 분류되기보다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 표 ([ 1-2]36) 참고 생활 풍속과 관습을 알 수 있도록 국민 생활 ), 

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37). 

행정 분류 체계 안에서 가옥은 유적건조물 안의 주거생활 에 속하  ‘ ’ ‘ ’
고 주거생활 안에서는 주거 건축에 속하여 그 아래 가옥으로 분류, ‘ ’ ‘ ’ ‘ ’
된다38) 표 을 보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인 역사문. [ 1-3]

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할 때도 문화재 유형을 구

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통 가옥은 문화재보호법에. 

서 민속문화재에 속했던 것과 달리 유형문화재로 분류된다39) 이때 전통 . 

가옥은 전통적인 구조와 형태를 갖춘 사람이 사는 집 으로 규정되었으‘ ’

3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르면 문화재의 종류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 , , , 
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국보 보물은 유형문화, . , 
재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기념물에 속한다, , , .

36)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정의 참고 2 ( ) .
37) 이승규 외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요약 보고서 문화재청 (2017). . .
38)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문화재는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문화재 자연 , , , , 
유산 등록문화재로 분류되어 있다 유적건조물 안에서는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 . , , 
건축 근대주거로 나뉘어 한가지 유형 분류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별표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 2] 
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 참고.



- 39 -

며 한 문화 안의 자연조건과 사회적 관습 거주자의 신분과 직업이 드, , 

러나는 건축 양식과 주거 생활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규정된다40) 이렇. 

듯 문화재가 된 가옥은 다양한 분류 체계 안에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

양한 위치에 놓여 다른 가치가 부각된다.

가옥 중에서 등록문화재는 보통 지역명과 소유자의 이름 뒤에 가옥  ‘ ’
을 붙여 문화재로 등록된다 그러나 이 밖의 가옥 문화재는 주로 지역 . 

뒤에 거주자 혹은 소유자가 의미를 부여한 별칭이나 일상적으로 불리어

온 이름으로 지정되어 그 공간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내력을 드러낸다, . 

고택은 제도와 행정상에서 공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 

주거건축물은 가옥으로 분류되며 그 외에 전통 가옥 고가 전통 주택, , , , 

혹은 주택 등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쓰인다 쌍암고택이 문화재로 지. 

정되었을 때 명칭은 해평최상학씨가옥이었으나 년 쌍암고택 으로 ‘ ’ , 2007 ‘ ’
변경되었다41) 쌍암고택 은 최열 씨가 직접 신청한 명칭으로 스스로 가. ‘ ’
옥에 고택의 권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가옥은 오래되었으며 당시 신분이 . 

높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그대로 문화재 명칭에 반. 

영되어 고택의 내력은 문화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거주자들은 문, . 

화재의 권위와 함께 삶을 이어가고자 하며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 

에 동조한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구성원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시. 

도의 일환이다 각 집안의 내력과 가풍을 담은 고택은 문화재가 되면서 . 

전통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대상이 된다 즉 고택이 . 

문화재가 되면서 그곳에 거주해온 사람들의 고유한 생활은 한국 상류층 

가옥의 특성과 생활 풍습을 담은 오래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은 고택과 동일시된다 생활 . . 

속에서 이어온 가족들의 전통적인 면면은 국가가 제시하는 전통의 의미

를 띠게 된다 가옥 문화재는 이렇듯 다른 층위의 전통들이 담겨 서로에. 

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된다. 

국가는 주거 공간을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전통의 권위를 부여하고 구  , 

40) 조홍석 외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2015). “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4): 148~165.

41) 이는 장 절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3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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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문화재는 공적 보존물 로서 공공용 또는 . ‘ ’ , 

공용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존해야하는 물건

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물의 범주에 포함된. 

다42) 문화재는 관리 보호 수리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 · ·

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로 예산을 . 

부담한다 소유자는 문화재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관리 비용을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가는 실질적인 관리의 주체이

자 상징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심각한 훼손이나 파괴가 발생하. 

기 전에 경미한 훼손을 감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문화재

청에서는 문화재돌봄사업43)을 하고 있다 문화재돌봄사업단과 지방자치. 

단체는 일종의 협력관계를 맺고 문화재를 관리한다 정기적인 관리 외에 .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때 문화재 소유자는 지방자치

단체에 알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알려 심의와 . 

허가를 받는다 또한 문화재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문화재 .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단에 내용을 전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 

업단은 협의를 통해 담당자를 결정한다 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 

공적으로 관리받으며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제도를 받아들인다.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현상변경이 금지되므로 소유자의 소유권은 실질  , 

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문화재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문. 

화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택 문화재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생활하면. 

서 문화재를 관리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엄밀히 구, 

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도는 문화재 관리라는 공적인 측면에서 소. 

유자의 생활을 제재하기도 하지만 소유자가 생활공간을 유지하도록 뒷, 

받침하기도 한다 문화재를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는 활동의 틀을 제시하. 

42) https://www.gov.kr/main?a=AA170WHDicAppNew 행정용어전문사전 공적보, ‘
존물 쪽’, 39 .

43) 문화재돌봄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09
년 문화재 상시관리 및 활용사업으로서 시작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돌2010 . 

봄협회에 소속된 전국의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통해서 각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한
다 지금의 명칭은 년에 변경된 것으로 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해오다가 관. 2013 , 5
할 구역과 문화재를 확대하여 현재 개 시도에서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17 7,048
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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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의 의지와 인식에 작용하는 질서를 이룬다 국민은 문화재를 공. 

적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여

긴다 이때 국가와 거주자는 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관계. 

가 된다 문화재를 둘러싸고 국가와 거주자는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 .

제도는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고택 주변에 적용되어 주민들  

의 생활에 작용한다 고택과 같은 건축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은 년 . 1978

건축법 시행령 안에서 건축허가사전승인지역44)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지. 

역 안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지어지기 전에 검토된다 이후 문화재보존영. 

향검토구역을 선정하여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규, 

제의 초점을 건축 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로 옮기면서 ‘ ’ ‘ ’
규제의 대상이 확장된다 이에 더하여 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 2010 ‘ ’
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경계짓고 문

화재가 있는 경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45) 즉 국가. 

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공

적 영역으로 포함한다 실제로 과거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을 반영한다. . 

전통 가옥의 경우 각 지역의 자연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다르다 전통 가옥의 배치와 공간구성을 보고 각 공간의 . 

기능과 유교 사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풍수적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제도는 고유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

이 경관에서부터 전통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전통

적인 경관과 분위기를 구성한다.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국가는 문화재가 돋보이는 환경을 구성. 

하기위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변화를 제재하여 전통적인 풍경을 유지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 

계에서부터 안에서 지정되며 그 안에서도 구역이 나뉜다500m , 46) 그 안. 

44) 년 월 일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건설부 장관이 승인권자 1978 10 30
로서 문화재 외곽구역을 로 지정하여 건축 허가를 승인받도록 했다 이후 , 300m . 

년 로 건축허가 승인지역이 축소되었으며 년에는 승인권자가 건1980 100m , 1995
설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다. 

45)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 2 .
46) 문화재보호법 제 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참고 문화재의 특성을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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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은 등급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된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수준에는 차이가 있  

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 , 

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허용 기준에 포함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한 후 승인되고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는 절차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심의한다47) 역사문화환경의 현상변경은 .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 등 시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 · · ·

루어진다48) 문화재 유형별로 원칙과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 

달라지지만 문화재 주변 경관은 문화재의 원형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 

하며 장소성 문화재가 풍경과 잘 어우러지면서도마루선 일체성 문화( ), ( · ), 

재를 돋보이게왜소화 조망성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 ) . 

옥은 장소성과 왜소화를 주요한 경관 관리 지표로 삼으나 주변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조망성과 마루선도 함께 고려한다 국가는 문화재가 . 

전통적인 인상과 분위기를 구성하도록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을 제재한

다. 

고려하여 를 초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 500m
면 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500m . 

47)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  2019: 20~21.
48) 지표의 구분은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장소성 과 왜소화를 문화재 주변 환 ‘ ’ ‘ ’ , 

경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조망성 을 주변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마루선 과 일체‘ ’ , ‘ ’ ‘
성 을 구분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형성 보존을 기본으로 두고 건축물의 시각성’ , 
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기준으로 지표들을 구분했다 장소성은 문화재가 원형. 
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원 위치 여부 와 입지여건 으‘ ’ ‘ ’
로 구분되며 왜소화는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고 문화재, 
를 압도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조망성은 문화재가 인지되는 시각적 .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마루선은 문화재의 지붕선이 배후의 산마. 
루와 조화를 이루며 주변 건물들이 구성하는 배경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지 않, 
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일체성은 주로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 
있는 지역이나 문화재의 인문 생태학적 특성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조홍석 외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 .(2015).
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33(4). 148~165; 별표 문화재 [ 2]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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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드러내는 경관의 기준과 주변 환경에 대한 규제는 역사적인 맥  

락과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도는 . 

문화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작용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 

권리와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공청회나 민원과 같이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재 위원 회의에서도 문, 

화재로 인한 권리 침해가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는 목적을 추구하는 강. 

력한 행위자로서 제도 대부분은 강제성을 띠고 규정적으로 작동한다 주. 

민들이나 거주자들의 의견이 모두 제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과 재산권은 불가피하게 제한된다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위자들. 

은 건축물을 짓거나 고쳐야 한다 즉 제도는 질서를 마련하여 행위자들. 

의 행위를 유도한다 제도는 고정된 전통을 구성하는 틀을 제시하고 행. , 

위자들은 그 안에서 틀을 유지하는 실천을 한다.

국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상기시키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물이 필요하므로 유산으로서 가치가 . , 

있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보존한다 건축물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사회 . 

변화에 적응하며 변모해 온 공동체의 생활과 공간의 역사를 포함하여 전

체적인 시공간의 층위에서 만들어진다49) 즉 건축물이 간직하고 있는 사. 

람들의 기억과 경험 삶의 총체와 같은 장소의 정신 이 , ‘ ’(Coomans 2018)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전통과 건축물을 잇는다 고택과 같이 생활. 

에 밀접한 문화유산에는 유형적인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무형

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다 그러나 건축물이 문화재가 되면 국가는 건축. 

물을 과거 한 시점의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한다 건축물에서 시. 

간의 흐름은 제거되고 문화재의 원형적 가치는 시간을 거쳐 쌓아온 것, 

이 아닌 과거 어느 때의 고정된 모습으로서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 

곧 전통으로 이해된다 법과 제도는 고택의 전통다운 외관과 환경을 고. 

정하기 위해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고택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 

입하는 근거가 되어 거주자들의 생활에 간섭한다 법과 제도 안에서 소. 

49) Coomans, T.(2018). Life Inside the Cloister : Understanding Manastic 
Archtecture: Tradition, Reformation, Adaptive Reuse. Leuven University 

쪽 참고Press.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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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들의 행위는 제약되고 역할은 한정된다 국가는 고정된 시공간을 중. 

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모두 제도의 작용 범위로 끌어들인다.

국가는 과거의 구성에 개입한다  . 과거는 공적인 재현(public 

과 사적인 기억 을 통해 존재한다 국가는 representation) (private memory) . 

공적인 재현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적인 기억에 작용한다 사적인 기억, . 

은 세대를 거쳐 전달되며 생활 속에서 전통이 된다 기억과 전통은 사회. 

가 변화하면서도 재생산되도록 사회와 동화하며 이어진다(Shils 

기억은 이상적으로 고정된 신화를 따르면서 재현되고1992[1981] : 218). , 

보편성을 획득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특히 공공기구와 공적인 .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현을 통해 공적인 역사가 구축된다 미디어. 

는 전통적인 일상을 선택하여 확장하고 변형하며 과거의 개념에 특권을 

부여한다(Richard J. et al. 1982: 207~209). 미디어에서는 문화재의 이미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화재의 권위를 강화하고 전통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재현은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을 선

택하게 한다. 즉 미디어는 사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전통의 이미지 

를 제시한다 전통의 고정된 상을 심어주는 공적인 재현을 하여 미디어. 

는 국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국가는 이러한 재현의 바탕이 되. 

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한다. 

쌍암고택은 다큐멘터리와 여러 지역 신문에서 다루어졌다  TV . 공중파 

다큐멘터리에서는 고택을 물려받기 위해 귀향한 아들 최재성 씨를 중심

으로 가족들의 전통적인 생활과 고택을 관리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50). 

방송에서 이들의 일상은 년300 51) 된 고택에 살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고 

수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계희 씨와 최열 씨가 마을에서 옛날 . 

식으로 결혼을 한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인터뷰를 필두로 당시 혼인을 하

면서 강계희 씨가 받았던 물건의 목록이 쓰인 두루마리가 방 길이만큼 

펼쳐진다 두루마리를 물목 이라고 하는데 사실 평소 물목을 펼쳐보는 . ‘ ’ , 

50) 쌍암고택 거주자들의 생활은   ‘오래된 아버지의 집 이라는 제목으로 년 ’ 2016 5
월 일 월 일에 걸쳐 인간극장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년 월 23 ~5 27 KBS , 2017 5 8
일 일 일 일에 가정의 달 특선으로 재방송 되었다, 10 , 11 , 12 .

51) 방송 당시는 고택이 지어진 지 년 되었으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261 , 
년 된 고택으로 소개되었다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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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거의 없다 고택의 특징적인 구조물인 시렁이나 년이 넘은 되를 . 80

사용하는 거주자들의 일상이 방송에서 비추어진다 중간 중간 음악과 함. 

께 흑백 사진들이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펼쳐지고 항공 촬, 

영을 하여 그림같은 고택의 풍경이 넓은 부감으로 보여진다 이때 나레. 

이션으로는 고택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최재성 씨는 대청마루에 있는 화. 

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중문채까지 내려가 화장실 이용하고 안방에서 잠, 

을 잔다 이 때 화장실을 오가는데도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고. ‘
택 이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그가 고택을 물려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강조’
된다 어느 날은 제사에 쓸 떡을 마련하기 위해 최재성 씨가 쑥을 캐 와. 

서 바깥 부엌의 가마솥에서 삶고 강계희씨는 그 쑥을 가지고 동서들과 , 

함께 떡을 빚는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오면 어른들에게 절을 한다 사당. . 

에서 제기를 꺼내기 전에도 최재성 씨와 최주현 씨는 사당에 모신 조상

들에게 절을 한다 최열 씨는 유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도포까지 입. 

은 후에 고무신까지 신고 제사를 지낸다 다른 일상생활과는 달리 촬영 . 

기간 동안 제사는 한 번 밖에 없었으므로 촬영할 때 영상에 잘 담기 위, 

해 집중해야했다 가족의 전통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제사와 같은 사. 

건은 편집 과정에서 꼭 방송에 나와야 하는 장면으로 다루어진다 막내. 

딸이 왔을 때는 다기를 꺼내어 사랑채에서 다 함께 전통차를 마신다 강. 

계희 씨는 논어를 배우러 다니며 이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을 대청, 

마루에서 며느리에게 전수한다 최재성 씨의 하루는 수많은 일과 중에서 . 

대들보를 청소하고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등 집을 관리하는 모습에 초, 

점을 맞추어 보여진다 고택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 

택을 수리하고 강계희 씨는 집을 관리하기 위해 들기름으로 나무를 닦는

다 나레이션 중간 중간에는 종가 라는 표현이 나온다. ‘ ’ 52) 연구자와 촬영. 

팀은 촬영에 앞서 고택의 모습을 더욱 잘 보여주기 위해 대청과 방 안, 

안채의 뒤쪽 등에 쌓인 물건을 정리했다.  

신문에서는 고택에 주목하여 주로 집의 구조와 역사 거주자들의 내력  , 

52) 방송뿐 아니라  여러 기사에서 거주자들은 종가가 아님에도 종가 또는 종부로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집과 거주자들의 삶의 내력을 더욱 전통적으. 
로 인식되도록 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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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재 쌍암고택 이름의 원인이 된 두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53) 

최열 씨와 강계희 씨가 전통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사. 

람들은 이를 전통다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전통의 고정된 상을 , 

공유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문화재는 그에 이어지는 제도와 실. 

질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미디어는 구체적인 이미지, 

를 재현하며 전통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들로 국가는 전통의 표상을 . 

위한 액자를 제시한다. 

53) 매일신문 년 월 일  2012 01 25 은 살아있다 구미 해평면 쌍암 고[ ] (4) ( )古宅 雙巖
택

(http://mnews.imaeil.com/NewestAll/2012012507171811692)
경북일보 년 월 일 면 2016 03 07 6 휴먼스토리 쌍암고택 종부의 삶 강계희 씨[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606&sc_sub_section_
code=S2N101)

경북일보 년 월 일 면 2016 09 12 15 종가 해평 쌍암고가와 북애종택[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726)
부산일보 년 월 일 면 고택을 찾아서 구미 쌍암고택 2018 06 13 28 [ ] 11. 

등 참고(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61300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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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시 도지정· 시 도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
보유자

54)

시 도지정· 시 도 무형문화재·

기념물 국가지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시 도지정· 시 도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 국가민속문화재
시 도지정· 시 도민속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매장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표 한국 문화재 분류 체계  [ 1-1] 

유형문화재
국보·
보물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考古資料

무형문화재
전통 공연 및 예술 전통 기술 및 지식 생활 관습 민간 , , , 
신앙 및 의식 전통 놀이 및 기예 등 여러 세대에 ( ), 儀式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기념물

사적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 , , , , 
포함층 등의 사적지 와 특별히 기념이 될 ( )史蹟地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명승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천연
기념물

동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 자생지 ( , , ), (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 , , , ,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 , ,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 ,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표 문화재 보호법 내 지정 문화재 유형별 분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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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요유형

문화
유산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 , 
관아 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 , 
서원 향교· 서원 향교, 

사찰 사찰
성 평지성 산지성, 

능 원 묘· · 능 원 묘, , 
사우 사우 제사터, 

전통가옥 가옥 누정, 
민속마을 마을

탑 비 불상· ·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 , , , 
대좌 부도 당간 운 종, , , ,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 ,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 

생활유적 공원,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 , ,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 , , 

조선소 천운 풍기대, ,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 주거지 패총, 
사지 사지

고분군 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 
가마터 가마터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자연
유산

명승·
천연

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동물·
식물

노거수 노거수

수림지 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 , 

도래지 동물종,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지질·
광물

지질 동굴· 지질 동굴,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 마련대상 [ 1-3] 
문화재 유형  

54) 명예보유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인정되었으나 년 월 일부터 국2020 6 9
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
에 관한 법률 제 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18 , 17
시행규칙 제 조의 참고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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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로 관리되는 쌍암고택2. ‘ ’

쌍암고택의 관리 외형의 복원부터 내부의 일상까지 1) : 

민속문화재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습과 풍습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 

관습과 풍습은 구체적인 물질성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건. 

축물의 물질적인 측면에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삶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

다 는 맥락에서 문화재의 외형을 관리하는 것은 곧 그곳(Coomans 2018)

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건축물이 제도 안에서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관리되며 전통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공간에. 

서 거주자들은 기억과 경험을 통해 과거와 이어지고 과거는 행위로 재현

된다 거주자들은 제도와 직접적 관리로 드러나는 국가의 유도 속에서 . 

의식 무의식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의 시공간을 축으로 공간/ , 

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앞서 살펴본 제도가 문화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 

어 관리되는 양상과 그에 반응하는 거주자들의 실천을 쌍암고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년 월 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후 쌍암고택에 문화재보호  1979 12 31

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쌍암고택은 년부터 국가로부터 예산과 인. 1980

력을 지원받아 관리되는 대상이 된다 국가는 문화재가 유지되도록 예산. 

을 지원하며 전통이 전승되는데 기여한다 표 을 보면 고택의 보수. [ 2-1]

유지에 드는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고. 

택은 규모가 커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더하여 돌구들이나 조선못. , 

한정못 등 고택에 이용되는 전통 재료를 구하기 어려우며 전통 수리 기, 

술을 가진 사람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고택을 유지하고 관. 

리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 이다 당시 소유자는 집을 줄이지도 현대식으‘ ‘ . , 

로 고치지도 못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집을 보존

하기로 한다 국가의 개입은 소유자가 집을 보존하기로 결심하는 데에 . 

현실적이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문화재 소유자는 생활공간이자 추억. 

의 공간으로 인식하던 주거공간이 문화재가 되면서 이를 공적인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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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할 의무감을 느낀다.

인터뷰 2-1   

최재성 씨 문화재가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관리가 될까 안될까 : .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걸 무너뜨리고 새로 짓나 마나 관리하는 게 너. , 

무 힘드니까 조금만 비뚤어져도 이걸 바로 세우는데 몇천만 원이 들고, .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 문화재

청에서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고쳐주니까 그럼 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보전에 대한 의무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문화재청에서 . , 

하니까 거기서 의미도 다시 찾기 시작했고요.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거주자들은 생활공간에 공적인 의미를 덧씌우  

고 집 관리의 측면에서 국가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도를 받아들인다, . 

보존에 대한 의무감을 느낀다는 인터뷰를 통해 거주자들이 스스로 문화

재 관리자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공간이 문화재. 

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거주자들의 생활에 다양한 작용이 더해진다, . 

국가는 전통을 담지하는 문화재로서의 외양을 갖추도록 고택을 관리한  

다 고택의 관리는 예산지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문화재 돌봄사업. , 

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로 나눌 수 있다 공사는 현대식 재료. 

와 기술이 사용된 부분을 전통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과거의 형태를 

되찾는 복원 공사와 낡고 훼손된 부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리하는 보

수·유지 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 초기에는 거주자들의 기억도 받아들여져 거주자들이 회  , 

상하는 대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건물에 시설 또는 .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이나 사진으로 고증되어야 복원공사가 이루어진다. 

쌍암고택 사랑채 뒤편의 내민마루에는 난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 

족들만이 난간을 기억할 뿐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사진도 없어서 복원, 

할 수 없다 복원 공사는 원형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지만 이때의 원형. , 

은 기억이나 이야기와 같은 비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확인 가능한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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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복원의 기준은 외형의 유지이다 거주자는 이러. . 

한 지침을 이용하기도 한다 광채나 창고는 내부에 아무런 시설의 흔적. 

이 없으므로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하지 않

는다 최재성 씨는 고택 체험을 준비하면서 중문채의 곡식 창고를 화장. 

실로 바꾸었다 나아가 건넌방 옆의 광채도 화장실로 바꾸는 공사를 계. 

획하고 있다 건넌방 옆 광채는 오랜 시간 창고로 써 왔다 광채 앞 쪽. . 

마루 아래에 아궁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엌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내부, 

에 흔적이 없어서 최재성 씨는 광채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내부를 공사하면 그 공간의 성격은 바뀐다 시설물의 흔적을 .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용도를 변경한다면 , 

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도 안에서도 공간을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원형적 가치는 외형에 한정되며 거주자. , 

들의 현재의 삶은 기존의 공간에서 이어진다. 

복원은 초기에 시각적인 조건만 충족하다가 점차 재료와 시공방식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엄격하게 지향하며 이루어진다 나아가 고택은 실제로 .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원형적 형태뿐 아니라 공간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다른 부분. 

들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재료들을 사용해야 한다 년 관리 업체에. 2009

서 쌍암고택 안방 구들을 시멘트 구들로 고쳤다 시멘트 구들이 열기를 . 

견디지 못하고 안방 바닥 틈새에서 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년에 다2018

시 공사를 했다 공사를 다시 할 때 기준이 엄격해져서 원래의 재료인 . 

돌로 된 구들을 놓아야 했다 시에서는 폐사. ( )廢寺에서 돌구들을 구매한 

후 안방의 구들을 전통적인 돌구들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다 표 참( 2-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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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보수내용 예산 예산분담

1980 사랑채 번와 보수 만원600
국고 만원420
지방비 만원180

1981 사당 번와 보수 만원430
국고 만원 300
지방비 만원130

1982 안채 드잡이 번와보수, 
만 천1531 2

원

1994

정침보수
기존기단 해체 후 : 

자연석 기단설치, 
기존벽체해체 후 
내외부 재사벽바르기, 
벽지 장판지 창호지 
바르기
중문채보수
기존 콘크리트기단 :
해체 후 자연석기단 
설치 산자이상 해체 , 
후 부식재 교체 
번와보수 암벽바르기 , 
및 교체부재 고색가칠

지방비 
만원4490

도비 만원1796
군비 만원2694

1998 대문채 보수 만원7500
국비 만5250
지방비 만2250
원

2000
사당의 노후 기단 및 
벽체보수 사당 전면 , 
퇴락담장 보수

만원5000
국비 만원3500
지방비 만1500
원

2006 사랑채 및 사당보수
억 만1 2000

원

국비 만원 8400
지방비 만3600
원

2008
쌍암고택 
주변정비공사 주변 : 
전통담장 설치 200m 

만 천6857 2
원

국비 만원4800
지방비 만2057 2
천원

2011 화장실 신축 - 7.72㎡ 만 천7142 9 국비 만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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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수  ·유지 공사는 안채와 사랑채 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안채는 최열 씨와 강계희 씨가 머무는 공간이므로 주로 생활의 흔. 

적이 외형을 변형한다 사랑채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 

으로 자주 훼손되었다 사당은 주요한 생활공간이 아닌 의례의 공간이어. 

서 사람의 드나듦이 많지 않고 생활에 따른 변형이 작다 그러나 오히려 .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지 않고 자연적인 풍, 

화에 노출된다 사당은 고택 거주자들을 조상들과 이어주는 정신적인 공. 

간이며 고유의 전통을 담지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유, . 

지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보수  ·유지 공사는 완벽하게 과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과거 쌍암고택의 사랑채를 고칠 때 박공이 까맣게 썩은 줄 알고 뜯. 

어냈다 그러나 박공은 썩어서 검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나무 겉면. 

의 가량을 의도적으로 그을려 숯으로 만든 것이었다 박공은 불로 2cm . 

굽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나무로 교체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 

수리한다고 해도 문화재에 적용된 기술과 재료가 다를 수 있다 고택에 . 

적용된 고유한 기술이 전해오지 않고 이를 모두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문화재의 개별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

는다. 

보수  ·유지 공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동안 만들어온 공간의 특성이 사

한식목구조 전통한식 , 
기와지붕

원
도비 만 천642 9
원 
시비 만원1500

2012 장독대 설치

2018
안채 구들 보수, 
배수로 정비 마당 , 
정비

만원6650
국비 만원 4655
지방비 만1995
원

2018
긴급보수( )

옥외소화전 개소 교(2
체)

표 쌍암고택 보수 정비 이력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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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도 한다 쌍암고택의 벽은 벽체의 틀을 이루는 나무 사이를 수수. 

깡으로 채운 흙벽이었다 년 안채를 수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벽지. 1982

를 덧발라왔기 때문에 안채의 벽이 두껍고 외풍이 없었다 그러나 보. 

수·유지 공사를 하면서 벽을 허물고 수수깡 대신 벽체에 각목을 댔다. 

그리고 기존의 벽지를 긁어내고 다시 도배하면서 안방 외풍이 심해졌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리하면서 시간이 만들어 온 생활의 흔적이 사라진 

셈이다 공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진 장소의 역사와 특성. 

은 사라졌지만 거주자들은 공사 후에도 생활을 새롭게 이어간다 최재성 . 

씨는 겨울이 되면 안방 창문의 틈을 방풍 비닐로 막고 매일 불을 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심사를 하기  

도 하지만 소유자가 보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견적을 낸 후 지방자, 

치단체에 의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국가에 . 

예산을 신청한다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가 진행된다 문화재 제도 안에. . 

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추구

하며 협력관계를 맺지만 위계가 존재한다 국가에 예산을 신청하는 과, . 

정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은 시에 있다 시청은 소유자의 요청을 검토하거. 

나 자체적으로 문화재를 심사하여 관리 계획을 세운다 년 최재성 . 2016

씨는 마당 땅 파임 안방 수리 건넌방 마루 위의 누수 대들보를 받친 , , , 

기둥 균열 사당 뜨락 등 수리해야 할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건축사에게 , 

견적을 의뢰했다 억 천여만 원의 견적을 받은 후 최재성 씨는 공문을 . 5 8

작성하여 그해 가을 시청에 제출했다 시청에서는 최재성 씨에게 차례대. 

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년 견적의 일부를 국가에 신청했다 쌍암, 2017 . 

고택은 전체 견적 중 일부를 약 년에 걸쳐 년 예산으로 국회에서 2 2018

승인받았다 최재성 씨가 제기한 사안 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 

부분을 찾아내기도 한다 년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쌍암고택에 . 2018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전기선 매설 공사를 했다. 

문화재 공사는 전통을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복원  

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가 . 

문화재의 관리를 위탁한 사업단은 문화재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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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에서 행위를 규제하도록 설정된  제도. 

보다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더하여 문화재 주변을 정비할 때는 외형의 . 

원형적인 요소를 복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이미지를 재현하기도 

한다 이때의 원형적인 가치는 외형성 뿐 아니라 시각성 예술성과 같은 . , 

비가시적인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년 쌍암고택의 . 2008

담장은 주변정비 공사로 명명되어 다시 만들어졌다 거주자들이 기억하. 

는 가장 오래된 담은 년대 후반 흙벽돌로 쌓은 흙담이다 흙담은 전1950 . 

통적인 형태의 담이며 쌓는 방식은 전해오지만 사진으로 남아있지는 않, 

다 그리고 오늘날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인터뷰 2-2   

강계희 씨 흙담일 때는 꼬라지가 담이 무너지고 일꾼들이 있어서 매일 : ... , 

황토 흙을 치대가지고 얹어놓고 짚을 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흙담은 자, . ...

꾸 무너져 색깔은 누렇고 돌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쳐재놓으니까 비가 . , 

오면 떨어져서 골이 줄줄 생기고 일꾼들이 더러 노는 날 이기가지고 쳐, 

발라 놔야 안 무너지잖아 흙만 있었어 그래가지고 짚을 갖다가 이어서. . , 

초가집 젤 위에 해놓듯이 엮어서 짚을 한 삐까리 놔뒀다가 앉아가지고... , 

그것도 많이는 못 하고 제일 많이 떨어진 곳에 엎어놓고 비가 오면 바, 

깥으로 흐르도록 담 위에 얹었지 짚을 양쪽을 엮어서 팔자로 엮어놓으. 

면 물이 흐르면 이래 내려오니까 년은 안 썩는단 말이야 잘해놓으면 1 . 

예쁘지. 요새 민속촌 가면 해놓지만 그리 못해 다 썩어가지고, . ...비가 많

이 오면 골이 줄줄 흙을 쓸어내가지고. 

인터뷰를 통해 흙담은 관리가 까다롭고 일꾼들이 지속해서 보완해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계희 씨는 흙담을 민속촌에서나 . 

볼 수 있을 듯한 원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관리, 

되기 힘든 형태로 기억한다 즉 고택에는 거주자들이 개인적으로도 관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도 관리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 

다 집 안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사라진 후 쌍암고택은 오랜 기간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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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담과 담지대55)만 유지해오다가 년대에 시멘트 벽돌로 담을 쌓았1970

다 년에는 담기둥 사이에 담을 끼워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편담. 1982

을 쌓았다 그 이후 년 고택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목적에서 담은 . 2008

새로 만들어졌다 시멘트 담과 편담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지만 전통적. , 

인 형태가 아니므로 복원될 수 없다 흙담은 전통적인 형태이지만 내구. 

성이 떨어져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운 담은 현대식 재료. 

를 이용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졌다 담지대를 따라 전통적. 

인 이미지의 토석담을 쌓고 그 위에는 기와를 덮었다 새로운 담은 전통. 

적인 형태이지만 현대식 재료를 섞어 흙담처럼 허물어지지 않는다 담은 .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는 만큼만 새로 쌓아졌으므로 집의 뒷부분에는 담, 

을 쌓지 않아 철제 슬레이트가 담을 대신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는 옛날 .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목적은 구성. 

원들에게 전통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문화재를 . 

통해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은 과거의 재료와 방식을 고수하여 보수되는 것이 아니. 

라 전통적인 이미지와 어우러지면서도 오늘날 관리가 편리한 형태로 재, 

현되었다. 

복원 및 보수  ·유지 공사와 달리 경미한 훼손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자 하는 경상 관리는 한동안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 자율적

으로 맡겨졌다 이후 문화재청이 관리 단체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형태. 

로 바뀐다 쌍암고택은 년대 초까지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매. 2000

월 지원받아왔으며 경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 2004

년부터 년간 쌍암고택은 고택 소유자협회를 통해서 수리 인력과 예산을 3

지원받았다 년부터 년까지는 문화유산국민신탁. 2007 2016 56) 산하의 보존  

55) 쌍암고택의 담은 흙을 높이 쌓아 북돋은 더미 위에 쌓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 
흙더미에 풀이 나 언덕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를 가족들은 담지대라고 불렀다. . 
담이 허물어진 후에도 담지대가 남아있어서 담을 그 위에 다시 쌓을 수 있었다.  

56)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2006 ‘ ’
제정하면서 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모체2007 . 
로 민간 주도의 민관합작 형태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활동,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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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이 쌍암고택을 관리하며 년에 두 차례 기동보수반이 찾아와 고택1

을 수리했다 또한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경상관리인 제도. 57)를 운용하여 

관리인이 고택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년부터는 문화재청의 . 2017

문화재돌봄사업이 국가민속문화재로 확장되면서 쌍암고택도 문화재돌봄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세 군데의 사업단이 지역을 나. 

누어 사업단당 약 여 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한다 쌍암고택이 속한 구300 . 

미지역을 담당하는 사업단은 개의 시8 ·군·구를 담당하고 있다58) 문화. 

재돌봄사업단은 정기적으로 고택에 방문하여 예방 차원에서 문화재를 일

상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한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지금까지 고택의 뒤틀. 

리거나 틈이 벌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부분을 조, 

금씩 손보는 사소한 관리를 하며 심한 손상을 막고자 한다.

 

 인터뷰 2-3   

문화재 돌봄사업단 팀장 김용환 씨 소유주가 수리를 하실 수는 있는: ( ) 

데 기술이나 힘이나 시간이 없어요 소유주분들이 우리 일을 하셔도 돼, . 

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황토를 사서 전통 문화재 수리 기법. , 

을 익히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소유주분들, , ...

의 요구나 생각에 의해서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멘트 현대, 

적 재료 이런 거로 보수하니까 원형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 

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를 국가가 제한하기에는 소유주가 생활할 수 있, 

는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봄 사업. 

이 오면서 예전과 같은 재료로 같은 기법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는 선... , 

에서 수리를 하는 거로 되었어요 소유자가 수리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 ) 

57) 경상관리인 제도는 문화재청이 실시한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사업 시행 「 」 
자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정되면서 운영한 제도이다 당시 중요민속문화재로 . 
지정된 가옥 및 민속마을 중 지원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쌍암고택은 . 

년부터 년까지 관리를 받았다 쌍암고택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우대하2007 2016 . 
여 서류 전형 및 면접으로 사람을 뽑았다 경상관리인은 초기에는 일씩 이후에. 5 , 
는 주 일씩 시부터 오후 시까지 출퇴근하며 고택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했3 9 6
다 경상관리인은 출퇴근을 했으며 이들의 일급 월 회 제한 은 거주자가 아닌 . , ( 12 )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주었다. 

58) 구미 칠곡 김천 상주 문경 고령 군위 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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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지는 않아요 만약 황토를 써야 되는데 시멘트를 발라놓아도 문.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주가 그렇게 ...

손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규모를 넘으면 문제가 돼요 지금 지. 

자체에서는 내부에 어느 정도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데 집 , 

바깥 외벽이나 외부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소유주한테 뭐라도 손대실 거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고택의 사소한 부분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59) 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 

범위는 지붕을 기준으로 전체 지붕 면적의 분의 이하 또는 이10 1 20㎡ 

하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경미한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 

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훼손 상태와 보수 과정 사용된 재료 걸린 시. , , 

간 등을 문화재청에 모두 보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직접 가옥을 

보수하기란 쉽지 않고 사업단을 거치는 것이 편리하므로 소유자들은 직, 

접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터뷰에서 소유자가 현대식 재료를 써도 .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정도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자율성은 제도를 

벗어난 영역이나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발휘된다 소유자들은 청. 

소와 경관 유지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관리하며 생

활을 포함한 고택의 관리를 문화재 관리자들과 분담하고 때로 관리권을 

넘겨준다 쌍암고택 곳곳에 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재용 . 10 , 

소화전 호스릴도 사당 앞과 대문채 앞에 설치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수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설

비를 고택에 설치하면서 공물로서의 성격은 더욱 확고해진다. 

경상 관리는 지붕에서부터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하향식으로   

관리된다 또한 고택은 목조 건축물이므로 습기와 열기의 관리에 중점을 . 

둔다 따라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중요하게 점검되며 구들의 열기와 화. , 

기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고택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되면서 . 

59)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 4
조 항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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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부분이 파악된다 변형을 추적하고 훼손된 부분을 점검하며 시. , 

급한 순서대로 보수 순서가 정해진다 경상 관리는 거주자들의 생활에 .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면서 진행된다 문화재돌봄사업단 관리자는 건축물. 

의 안쪽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외관을 관리하는 데 집

중한다고 설명한다 거주자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관리는 문풍지를 . ‘
발라주는 정도 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생활공간이 문화재로 관리되면서 ’ . 

의도하지 않더라도 공간과 잇닿은 거주자들의 생활은 영향을 받는다 생. 

활환경이 개선되기도 하고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면, 

서 관리는 거주자들의 생활과 인식에 작용한다 제도는 거주자들의 생활. 

을 규제의 영역에 포함한다 쌍암고택은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지정문. , 

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생활편의 시설을 공사하더라도 허가

를 받아야 한다60) 거주자가 자비를 들여 집 안의 하수관을 고치더라도 . 

문화재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집이 문화재가 되면서 그 안의 생활도 관리 대상이 . 

된다. 

거주자들은 복원 및 보수  ·유지 공사와 경상 관리를 받아들이면서 집

을 공적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대문채와 중문채를 포함하여 그림 . ([ 2-1] 

참고 강계희 씨와 최열 씨가 생활하는 공간인 안채의 대청마루 정면과 ) 

고택 체험을 위한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사랑채 마루의 끄트머리에는 문

화재청에서 내려온 문화재 출입 접촉금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 · ’ ([

진 참고 대문 옆에는 문화재로서의 내력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설2-1] ). 

치되어 있어 공적 성격을 더한다 안내판과 경고문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 

사람들에게 이곳이 문화재라는 인식을 일깨워주며 공적 대상으로서 관, 

리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안내. 

판과 경고판 뒤에서 거주자들은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한다 고택에는 고. 

택을 문화재로 대상화하는 인식과 긴밀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함께 존재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개방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보존  , 

60) 문화재보호법 제 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참고 3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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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공개가 제한된다61) 대부분의 고택 . 

소유자들은 안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62) 문화재 관리자들은 안채, 

의 개방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열 씨와 강계희 씨 최재성 씨는 . ,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맞, 

이한다 이는 쌍암고택이 거주자들의 사적인 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 

사회적 공간이었던 내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택은 대개 마을에서 사. 

회적 공간으로서 외부 마을의 인물들과 정보와 문물을 교류하던 구심점

이 된다 쌍암고택 또한 과거 마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머물던 공간이. 

며 주민들을 고용하여 고택 관리를 맡기거나 주변 논과 밭 임야를 운, , 

영하며 주민들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던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다 쌍암고. 

택에는 여전히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 

최열 씨와 강계희 씨는 집을 생활의 공간일 뿐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공

적인 역할을 하던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지내왔으며 고택에 외부인, 

들이 들어오는 것이 익숙하다 오늘날 최열 씨 강계희 씨와 최재성 씨. , 

는 고택이 문화유산이라는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고

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이해한다 최재성 씨는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고택이 사회적인 공간임. 

을 받아들인다.

인터뷰 2-4   

최재성 씨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걸 해주는 거는 내가 보: 

기에 국민들한테 개방하라고 하는 의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거는 손님... “
들 궁금한 사람들 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이런다고요, , ” .

61)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 48 .
62) 경주 양동마을 국가지정문화재 채 중 안채와 안마당이 공개된 곳은 사람이  11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가정이 유일하며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거주하는 이향, 
정의 경우에도 안채와 안마당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외에 거주자가 있는 채의 . 9
문화재는 안채와 안마당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준섭 류성룡 한옥 문( , (2017). 
화재의 활용유형에 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37(2), 
99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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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씨는 과거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문화재로서 고택을 공적인 공간으로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로서 관리받고 예산을 지원받는 대가. 

로 집을 개방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과거 외부자들을 맞이하면서 인정

을 베푸는 대신 정보를 얻었던 호혜적인 교환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새. 

로운 상황을 기존에 고택에 존재해왔던 일상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서가 규정적 구조로서 새로운 사건에 작용하는 .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주자들이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지 않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길 주저하며 쌍암고택의 담을 따라 걷거나 기웃거리는 데 , 

그치곤 한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도 사랑채를 지나 중문채까. 

지 들어오지만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유지한다 거, . 

주자들의 사적인 공간은 대문에서의 거리에 따라 유지된다 거주자는 외. 

부인들이 안채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지만 그보다 안쪽에 있는 , 

사당의 문은 자물쇠로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 

생활공간인 안채보다 의례의 공간인 사당을 더욱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

한다 안내판 뒤에 존재하는 거주자들과 그들의 삶은 문화유산으로 표상. 

되는 건물과 동일시된다 거주자들이 고택의 문화재로서의 위치를 인지. 

하고 제도에 호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또한 문화재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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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쌍암고택 배치도[ 2-1] 
안채 사랑채 사당 대문채 중문채1. 2. 3. 4. 5.

안채 사랑채 중문채 대문채에 문화재 출입 접촉금지 경고판이 , , , ‘ · ’
설치되어있다.

사진 대청마루에 설치된 문화재 출입[ 2-1] ‘ ·
접촉금지 경고판 문화재 출입 접촉은 문화재’ . ‘ ·
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라고 쓰여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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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암고택 너머의 관리 2) 

제도는 쌍암고택 주변 지역까지 규제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 쌍암  . 

고택의 주변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63) 앞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까지 설정된다는 것을 500m

밝혔다64) 그 안에서 구역부터 구역까지 나뉜다 구역마다 행위 제한. 1 4 . 

의 정도가 다르다 구역 안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허용 기준 안에서 이루. 

어지는 변경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허용기준 외의 변경행, 

위는 문화재청에서 절차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된다 개별 심의에 들어가. 

면 대 지표에 따라 경관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개별심의에서는 더욱 5 .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진다65). 

쌍암고택은 도지정문화재인 북애고택과 마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지  . 

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구역은 쌍암고택과 북애고택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도 을 보면 두 문화재를 함께 고려하여 구역. [ 2-1]

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구역은 문화재와의 거리만으로 구. 

분되지 않지만 문화재에서 가까울수록 문화재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므, 

로 규제의 적용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구역이 나누어진다 고택과 가까운 . 

곳에 있더라도 길이나 개울 산 등으로 쌍암고택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 

면 먼 구역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문화재별로 지형과 주변 건축물의 배. 

치 등에 따라 구역이 다르게 나누어지며 구역마다 허용되는 기준도 문화

재마다 다르다. 

주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지붕의 모양에 따라 적용된다 표 에  . [ 2-2]

서 보이듯 쌍암고택에서 가까운 구역의 경우 평지붕은 개별심의를 1, 2

63) 문화재보호법 제 조 참고 13 . 
64) 문화재보호법 제 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 조의 참고 13 26 2 . 
65) 이 외에도 구역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공통 사항에서는 각종  . 

위험물 및 폐기물 처리 시설과 동물 관련 시설 등에 관한 개별 심의 높이와 면, 
적길이가 특정 범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개별 심의 등이 언급되어있다 본 논· . 
의와 관련이 되는 사항만 따로 언급한다.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보수를 허용함. 한 변의 길이 또는 건축면적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 25m 330㎡ 
의함 단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 , 5m 7.5m ). 
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3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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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이때 개별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허가가 엄격하고 규. 

제를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의 허용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고치거나 새로 지은 쌍암고택 주변의 건축

물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 1, 

구역에 속하는 경우 허가되기 어렵다2 .

쌍암고택은 마을의 앞뜸에 위치하므로 지도 참고 주민 집 대부  ([ 1-3] ) 

분과 마을회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여 . 60

가구는 규제가 엄격한 구역에 포함된다1,2 66) 마을 초입에 있는 마을 회. 

관과 쌍암고택의 이격거리는 다 년 마을 회관 뒤편에 공원을 85m . 2018

조성하면서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때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 

받아야 했다 마을 주민들도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 절차에 따라 . ,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쌍암고택의 거주자들뿐 아니라 문화재와 어우러. 

지는 역사 문화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도 관리되고 이들

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국가는 고택 건축물뿐만 아니라 고택이 있는 . 

풍경을 유지하여 전통의 표상을 드러내기 위해 제도를 통해 주변 지역에

까지 개입한다 쌍암고택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도 제한되며 경관 또. , 

한 고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67). 

쌍암고택이 속한 해평면의 일부 지역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최  

근에 구성된 단지에 포함된다 단지는 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5 . 5 2020

로 년부터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준공되었다2009 68) 사업 계획이 발표된 . 

이후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인근 토지의 , 

값도 상승했으나 해평리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주. 

66) 지도 참고 구역 내에 빈집 소유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집 [ 2-1] . , , 
최근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집 외지인이 최근 구매한 집 등이 , 
섞여 있다.

67) 최열 씨는 고택에서  10 떨어진 곳에 별채 채를 지으려고 현상변경 신청을 m 8
했으나 네 차례 반려되고 다섯 번째 승인되었다 기와지붕을 설계하여 허용기준, . 
을 맞추었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문화재가 있는 경관을 저해한다는 사유였
다.   

68) 국가산업단지 단지 계획은 구미시 해평면 일대를 포함하여 총 의 면적 5 9,337㎡
에서 조 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전자 정보기기1 6,868 . · ,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및 탄소섬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http://gum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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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쌍암고택이 있으므로 일대에 규제가 많고 엄격하며 개발이 묶여 ,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 개발과 그에 따르는 지형의 변화 . 

속에서 제도는 문화재가 있는 경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

할을 한다 쌍암고택이 있는 해평리는 논밭과 산이 있는 전통적인 경관. 

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경제적 가치 또한 고정된다. 

국가는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공적인 대상으로 간주한  

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과 주민들의 삶에 작용하는 사회적 흐름은 이전. 

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규제는 거주자들과 주민들의 운신 폭을 설정하. 

여 질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진다 규제의 . 

존재만으로 거주자들의 생활은 변모하고 사회적 흐름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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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구역 1 ㅇ개별심의
구역 2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7.5m
구역 3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5m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7.5m
구역 4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표 쌍암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2] . 

지도 쌍암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구역 구분 구[ 2-1] . 1
역 구역 구역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은 구역이다~3 . 4 .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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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고택과 거주자들. Ⅲ

장에서는 국가가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고택이 기존과 다른   Ⅱ

내력을 가지며 전통의 표상이 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화재가 된 쌍. 

암고택은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통의 상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내

력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제도는 일상생활에 개입한다 장에서는 거, . Ⅲ

주자들의 인식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전통들이 고택에서 얽히는 바를 구

체적인 생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생활공. 

간이자 내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매개물로서 고택의 내력과 이를 드러

내는 거주자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고택은 . 

조상의 이야기와 기억 거주자들의 습관과 경험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고정된 공간인 고택에서 외부의 변화와 충

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연구의 과제는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 

진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가족의 전통을 인식하고 이어가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대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고택에서 벌어지. 

는 사건들을 통해 공유하는 감정과 정서를 바탕으로 가족의 전통을 이해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기존의 질서가 일상적인 생활 .  

속에서 주체들의 행위와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서로 다른 경험과 , 

기억을 가지고도 기존의 질서가 변화하면서 이어지는 바(Sahlins 

를 고택과 이에 적용되는 공적인 힘과의 상호작용을 통2004[1985]: 225)

해 이해하고자 한다.

익숙한 고택 낯선 고택1. , 

생활을 이어가는 거주자들1) 

고택은 가족들에게 집안의 전통을 잇는 배경이자 매개물 그리고 대상  , 

이 된다 고택에서 거주자들의 시간은 확장된다 같은 공간에서 조상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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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살아왔다는 사실로부터 거주자들은 그들의 삶이 조상들과 이어져 

있다고 인식한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반복되어 전해진다 이야기뿐만 아. . 

니라 최열 씨와 강계희 씨는 같은 공간에서 조상들의 일상을 재현하고, 

그들한테서 배워온 일상을 반복하면서 조상과 이어진 정체성을 유지해간

다 그런데 거주자들은 연구자에게 고택에서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직접 . 

경험한 것과 어른들에게서 들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행위 주체. , 

를 구분하지 않고 고택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모두 과거 집안의 일로 , 

인식한다 현재 거주자들에게 체화된 행위 중에서 전통으로 인식되지만. , 

조상에게서부터 이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수

행했던 일상적인 활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활동은 가족 단위가 아닌 더 . 

큰 의미의 전통으로 인식된다 국가가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곳. 

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활동들 또한 오늘날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

하는 바탕이 된다 즉 국가가 전통의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들은 일상을 . 

통해 이어지는 가족의 정체성 또한 담고 있다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 

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전통을 국가의 전통과 동일시하며 고택을 , 

지키는 것에 사명감을 가진다. 

장소에서의 경험과 기억은 되풀이되어 이야기되면서 집단적인 서사는   

고정되어 전해지고 개인은 한 집안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Ulf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곳에 대를 이어 살아가는 후손들Palmenfelt 2011). 

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된다 조상들은 택호로 친근하게 불리며 거. 

주자들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힌다 택호는 집의 안주인인 주부의 고. 

향을 따른다 주부가 시집오기 전에 살았던 마을의 이름이 곧 집의 이름. 

이 되고 주부의 호칭이 된다, 69) 주부는 곧 고택과 동일시된다 세대가 . . 

거듭되면서 쌍암고택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강계희 씨에게도 택호가 , 

부여되어 조상들과 연속성을 가진다 강계희 씨는 봉화군 춘양면에서 태. 

어났기 때문에 춘양댁이며 지금의 쌍암고택도 춘양댁이 된다 그림 , . [

69) 미동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을 뜻하며 동성은 안동 안에서도 성의 동쪽에 있 , 
는 마을을 뜻한다 삽개는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를 의미하는데 삽개는 사포의 . , 
한글 표기이다 동성댁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주부가 된 적이 없다 살림이 . . 
미동댁에서 삽개댁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최재성 씨는 동성댁이라는 것은 들어본 . 
적이 없으며 마을과 일가에서도 최열 씨 일가가 동성댁으로 불린 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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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도를 보면 먼 시기의 조상들도 택호로 기억되는 것을 알 수 1-1]

있다 거주자들은 조상들을 택호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70) 부르며 주로  , 

공간과 관련한 에피소드로 기억한다 대를 잇기 위해 고성까지 가서 양. 

자를 들여온 여 년 전 조상의 이야기는 의인할매 이야기 가 되어 가200 ‘ ’ , 

까운 시기의 이야기처럼 전해진다71) 연구자는 원촌할매가 딸을 시집보. 

낼 때 사랑채 뒤에 있는 집을 뜯어서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원촌할매는 최열 씨의 대 위의 조상이다 후손들은 조상들의 , 6 . 

이야기를 같은 공간에서 전해오면서 현재와 과거를 연속 선상에서 이해

한다. 

거주자들은 조상들의 기억을 집을 통해 이어올 뿐 아니라 조상과의 직  

간접적인 경험을 오늘날 같은 공간에서 재현한다 고택은 지나간 시간과. 

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통을 잇는 중심에 놓인다 거주자들은 공간을 조. 

상이 해오던 대로 활용한다 한옥의 각 공간은 거주자들의 역할을 드러. 

낸다 공간의 위치를 포함한 한옥의 구조는 거주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한 양식을 보인다72) 고정된 공간은 개인과 집단의 활동을 조직하는 배. 

경이다 그곳은 행동을 지배하는 물질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공간이며. , 

감추어지고 내면화된 구도를 포함한다홀 대를 이어 살아온 ( 2013[1966]). 

고택에서 구성원들은 자체적인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주자들은 . 

그 논리대로 공간이 상징하는 바에 따라 방을 옮겨간다 방은 가족 구성. 

원들의 역할과 집 안에서의 지위를 드러낸다 누가 어떤 공간에서 생활. 

하느냐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달라진다 이를 방물림이라고 하며 방물. , 

림은 경상도 지역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풍습이다73) 쌍암고택에도 방물. 

70) 예를 들어 최재성 씨 기준 동성댁의 경우 증조할머니 큰할매 큰할머니 동성 ‘ ’ , , , 
할매 동성할머니로도 불리우며 그의 남편 또한 증조할아버지 큰할배 동성할배, , , , , 
동성할아버지 등으로 불린다. 

71) 이는 인터뷰 을 통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3 . 
72) 강영환은 조선 시대 상류 주택을 중심으로 공간의 계획이 생활상의 요구가 반 

영된 것으로 보고 건물별 공간의 규모 배치 구성을 공간의 사용과 거주자의 위계· ·
와 결부하여 해석한다 정진희 강영환 강영환 ( 2005; 2014: 169). 

73) 방물림은 주부가 안살림을 며느리에게 넘기면서 이루어진다 며느리에게 살림 . 
권을 넘기며 주부와 며느리가 방을 바꾸는 방바꿈도 같은 의미이다 김광언 (
1988: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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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존재했다 그림 참고( 3-2 ).

찬방
현재부엌( )대청

안방

부엌

웃방

마루

건넌방

광

화장실

그림 쌍암고택 안채 구조도 [ 3-2] . 

미동할매

동성할매

삽개할매

강계희 씨

그림 [ 3-1] 
쌍암고택 여성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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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에 처음 시집온 며느리는 건넌방에 머문다 며느리가 주부로서 집  . 

안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살림권을 넘

겨받으며 안방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안방에서 물러난 여자 최고 어른은 . 

웃방에 머문다 실제로 방물림은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방이 비는 . 

등 집안에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방. 

은 집을 운영하는 주부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이어온다 미동할매. 

는 년 운명하기 전까지 웃방에 머물렀으며 동성할매는 건넌방에1942 , , 

삽개할매는 안방에 거주했다 그림 의 여성계보 참고 동성할배가 ([ 3-1] ). 

살의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동성할매는 주부로서 집을 운영할 기회가 25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안방이 아닌 건넌방에서 생활해왔다74) 미동할. 

매가 운명하고 난 후 동성할매가 웃방에서 지냈고 삽개할매는 주부로서 , 

계속해서 안방에 머물렀다 방물림은 강계희씨 대에 융통성있게 이어졌. 

다 년 강계희 씨가 시집왔을 때 장롱이 너무 커서 건넌방에 들어. 1960 ,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강계희 씨는 시집오자마자 장롱을 넣을 수 있는 . 

웃방을 썼다 강계희 씨는 그러한 방물림을 신식이었다 고 언급한다 웃. ‘ ’ . 

방에 머물던 동성할매는 강계희씨와 방을 바꾸어 년부터 년 운1960 1979

명할 때까지 건넌방에서 생활했다 그 후 건넌방은 줄곧 비어있었다 최. . 

열 씨는 년에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강계희 씨 자녀들과 함께 양조1966 , 

장이 있던 문량동으로 분가했다 그러나 강계희 씨는 쌍암고택에 수시로 . 

들러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치렀다 강계희 씨는 잠은 맨날 해평에서 . ‘
잤다 고 기억한다 쌍암고택에 오면 강계희 씨가 웃방에서 자야 했기 때’ . 

문에 다른 손님들이나 최열 씨의 형제 부부가 오더라도 웃방은 비워두, 

었다 년부터 년까지 최열 씨와 강계희 씨는 서울로 분가했다. 1975 1982 . 

분가했다가 돌아온 이후 강계희 씨는 집안의 살림을 맡으며 대 중반에 40

안방을 물려받았다 삽개할매는 웃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동시에 쌀 창. , 

고의 쌀 운영과 양조장에서 나오는 돈을 알아서 하라 며 강계희 씨에게 ‘ ’
맡겼다 강계희 씨가 년 안방을 물려받으면서 먼저 뜻대로 한 일은 . 1982

74) 이를 통해 주부의 지위가 집 안에서의 여성의 권한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가 , 
부장제의 영향 안에 있으며 남편의 존재 혹은 권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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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들여 양옥식 화장실을 지은 것이었다 동성할매가 계시던 시400 . 

절 주택 개량사업의 하나로 화장실을 수리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었으나 동성할매가 집에 화장실을 지으면 해롭다고 반대하여 할 수 , 

없었던 일이다 서울에서 돌아와 안방에서 생활하면서 강계희 씨는 본격. 

적으로 주부로서 집안일을 운영해나갔다 지금 강계희 씨는 이 집안의 . 

어른이자 주부로서 안방과 웃방을 오가며 생활한다, . 

방의 성격은 방에 놓인 가구로 알 수 있다 장롱은 집과 더불어 집주  . 

인을 상징하는 물질문화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 /

가구로 인식된다 강정원 쌍암고택 안방에 놓인 장롱은 안방이 ( 2003: 45). 

윗대의 주부들로부터 물려받은 공간이며 주부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드, 

러낸다 지금 안방에는 동성할머니최재성 씨의 증조할머니가 삽개할머. ( )

니에게 해 준 장롱과 삽개할머니가 직접 산 장롱이 나란히 놓여 있다. 

강계희 씨가 시집올 때 해온 장롱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강계희 씨. 

는 자신의 장롱이 있을 때 웃방에 머물렀으며 년경 장롱을 수리하고 , 85

처분했으므로 주부가 된 후 자신의 장롱을 쓴 기간이 길지 않다 윗대의 . 

장롱은 안방의 성격을 잘 드러내며 강계희 씨의 장롱은 웃방을 새로운 , 

며느리의 공간으로 만들고 강계희씨의 역할과 위치를 드러냈다.    

인터뷰 3-1   

강계희 씨 웃방이 내 친정이다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는데 농 장롱 을 : ... , ( )

바로 직선으로 크게 뒀다 왜 그렇게 갖다놨냐면 삽개할매가 노크하고 . 

들어오는 일이 없어 어떤 때는 앉았으면 다정하게 이야기한다든동 신. , . 

혼 때 생각하면 우리가 정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 . , 

야기하면 누웠거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고마 문을 팍 열고 들어. 

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농을 해놓으면 한 발짝 들어오면 노인이 문 여는 . 

걸 아니까 농을 그렇게 놨어. 

강계희 씨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웃방에서 처음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 

부부가 각각 안채와 사랑채에 거주하며 내외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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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당시에는 새로운 형태였다고 기억한다 방은 곧 그 방에서 머. 

무는 사람과 동일시되었으므로 인터뷰를 통해 강계희 씨의 시어머니는 , 

웃방에 스스럼없이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택의 방. 

은 구성원에 따라 기능이 다른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보다 가족 구성

원의 역할과 위치를 드러내는 의미가 강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강계희 . 

씨는 장롱을 이용하여 공간을 한층 내밀하게 만들었다 쉴 때는 웃방에. 

서 바느질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지어질 때부터 위치와 기능. 

이 정해진 방의 의미는 구성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비록 강계희 씨가 . 

건넌방이 아닌 웃방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지만 원래 그 방은 노인들, ‘
의 방이라고 지속해서 언급된다 지금도 여전히 웃방은 집안 어른을 위’ . 

한 공간이며 현재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웃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 . 

편 며느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고택의 주부는 여전히 강계

희 씨이므로 강계희 씨는 안방에서 대부분의 가사 일을 하고 있다 최, . 

열 씨는 부친인 최상학 씨와 함께 주로 사랑에서 생활했다 최열 씨는 .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사랑에서 지냈다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 

한 아기일 때는 여자 어른이 있는 방을 옮겨가면서 생활했다 태어나서. 

는 엄마와 함께 생활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 곧 할머니 방으로 건너가, 

고 동생이 또 태어나면 증조할머니 방에서 생활했다 이후 최열 씨는 , . 

세 번째 동생이 태어난 아홉 살 무렵부터 사랑에서 지냈다고 기억하고 

있다 고택에서 남자 구성원의 방물림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남자들. . 

은 주로 남자 어른을 따라 사랑에서 생활하다가 아내가 주부에서 물러난 

후에야 웃방으로 간다75) 최열 씨는 년대 후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 1940

집을 떠날 때까지 사랑채에 거주했다 해평을 떠나 생활할 때도 고택에 . 

돌아오면 늘 사랑채에 머물렀으며 결혼하기 전까지도 최상학 씨와 사랑, 

에 기거했다 그러나 년 결혼 후에는 강계희 씨와 웃방에서 생활했. 1960

다 양조장을 운영하기 위해 분가했던 시기와 서울에서 생활한 시기를 . 

거쳐 년 서울에서 돌아온 후에도 최열 씨는 다시 사랑에 머물렀다1982 . 

최열 씨는 년 최상학 씨가 운명한 후에야 웃방과 사랑을 왔다 갔다 1995

75)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주부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 또한 남편의 직업 등 상황 
의 변화와 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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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생활했다 최열 씨는 사랑채에 붓글씨 도구를 갖다 놓고 주로 글. 

을 쓰고 읽었다 이후 년 사랑채 공사를 한 후부터는 지금까지 웃방. 2006

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주자들은 고택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전통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드러  /

낸다 세시 행사와 명절을 지내며 국가가 표상하는 전통을 이어오지만. , 

가족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경험에 따라 재현되는 관습과 의례는 일반적

인 양상과 차이를 보이며 쌍암고택 만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 

늘날 일상 속에서 편의대로 명절 혹은 세시를 지내면서 구성원들은 이를 

전통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동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계희 씨는 팥죽을 직  

접 쑤었다 대충한다고 말하면서도 국산 팥을 삶아 으깨고 체에 거르는 . 

과정을 반복한 후 쌀과 함께 끓이다가 퍼지지 않도록 찹쌀가루와 밀가, 

루를 섞어서 만든 새알을 함께 정성스럽게 끓였다 전통적으로 동짓날에. 

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 팥죽을 방 마루 장독대 곳간 우물 아궁, , , , , 

이 등에 한 그릇씩 놓는다 그리고 팥죽을 대문과 벽에 뿌리며 귀신을 . 

쫓고 재앙을 면하기를 기원한다76) 강계희 씨는 팥죽 한 그릇은 쌀 창고. 

에 두고 한 그릇은 평소에 사용하는 실내 부엌이 아닌 오랜 시간 있어 , 

온 바깥 부엌에 두었다 그리고 부엌문과 대문 최재성 씨의 차 곳곳에 . , 

팥죽을 뿌리면서 기원하는 바를 읊었다 삽개할매가 살아있을 때는 동짓. 

날에도 굿을 했다 강계희 씨는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과거와 비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제는 그런 ‘ ’ . ‘
것을 챙기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라고 의미’
를 축소하면서도 오랜 습관이 남아 동짓날을 그냥 보내지 못했다 과거 . 

집안 어른들과 함께 세시를 챙기던 기억은 전통의 기준이 된다 강계희 . 

씨는 오늘날 간소하게 동지를 지내는 방식은 전통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선택된 것들을 재현하면서 여전히 동짓날 의미는 

이어져 온다.  

강계희 씨에게는 방간 풍습도 여전히 남아있다 강계희 씨는 양반가에  . 

7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표제어 동지팥죽 검색 ‘ ‘ (http://folkency.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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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청마루 또는 안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것을 방간본다 고 표현했다‘ ’ . 

바깥 부엌에 아궁이와 솥이 있었기 때문에 식모가 밥과 국을 바깥 부엌

에서 만들면 강계희 씨와 시누이 삽개할매가 대청마루와 안방에서 반, , 

찬을 만들었다 찬방에서는 양념과 음식을 보관했다. 77) 강계희 씨가 시. 

집온 후 삽개할매는 직접 반찬을 만들지 않고 역할을 강계희 씨에게 넘, 

겨주었다 강계희 씨는 여름에는 안채와 맞닿은 쪽마루와 대청마루에서 . 

반찬을 만들었다 대청마루에 찬장을 놓고 각종 양념장을 두었으며 안. , 

채 앞 쪽마루에도 양념장을 늘어놓았다 대청 앞 뜨락에는 년 이전. 1962

부터 연탄 화덕을 두고 물을 끓이거나 닭을 고았다고 한다 연탄 화덕이 . 

있었으므로 강계희 씨는 겨울에는 대청 쪽마루에서도 반찬을 만들 수 있

었고 안방에도 군불을 넣은 화로를 가져다 두고 요리를 했다 년 , . 1982

찬방을 실내부엌으로 만드는 수리를 했지만 방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된 

강계희 씨는 지금도 대부분 안방에서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든다 여. 

름에는 대청마루에서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린다 이런 습관에 따라 정. 

작 실내부엌에는 냉장고가 없고 안방과 대청마루에 하나씩 있다 가스, . 

레인지도 대청마루에 있고 실내부엌에는 전기레인지가 있다 안방에는 , . 

전기밥솥과 한 구짜리 전기레인지를 두었다 강계희 씨는 찌개를 끓이거. 

나 고기를 굽거나 전을 부치는 등 요리 대부분을 안방의 전기레인지에서 

하고 가끔 화로에 숯을 담아놓고 찌개를 올려두기도 했다 며느리인 권, . 

경아 씨는 주로 실내부엌에서 요리하지만 강계희 씨는 설거지할 때 실, 

내 부엌의 싱크대를 자주 이용했다. 

쌍암고택에는 대청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 있다 건진국수는 원  . 

래 안동 지역 양반가의 음식으로 알려졌으나 경북 지역 곳곳에서 고명, 

과 육수를 달리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 쌍암고택의 건진국수는 키만 한 . 

밀대로 국수 반죽을 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수를 하는 날. 

은 대청에서 요리를 한다 며느리 혹은 딸이 시어머니 어머니에게서 국. /

77) 양반가에서 며느리는 부엌에 출입하지 않고 찬방을 드나드는 찬모 또는 식모를  
두어 요리를 모두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이 신분제가 해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쌍암고택의 찬방은 년 대청 . 1982
쪽으로 문을 내어 드나들 수 있도록 수리를 하기 전까지 안방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와 주부가 주로 안방을 통해 찬방에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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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배울 때도 국수 반죽이 크기 때문에 대청마루에서 배운다 국수를 . 

배우는 날은 이들의 국수 반죽이 대청마루를 꽉 채운다 방간 풍습은 공. 

간에 기대어 만들어진 풍습이다 삼시 세끼를 해서 식구들을 먹이는 것. 

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는 강계희 씨는 안방과 대청마루에서 요리하던 , 

습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요리 외에도 가족들의 풍습은 공간을 이용하여 이어진다 쌍암고택에  . 

서는 문지방과 문턱이 인사의 기준이 된다 이곳에서 집안 어른들에게 . 

인사를 할 때는 절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방 안에서 . 

절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까지의 촌수는 문턱 밖에서 절을 한, , , 

다78) 안방에서는 방 안에 들어와서 절을 하지만 벽에 남아있는 문턱의 . , 

흔적을 기준으로 두고 턱 바깥의 윗목에서 아랫목의 어른들에게 절을 해

야 한다 사랑채에서는 방이 . 자 형태로 되어있으므로 문턱을 두고 건, ⽥

너편 방에서 어른들에게 절을 한다 둘째 아들이 명절과 강계희 씨 생일. 

에 방문했을 때 부부는 안방 아랫목에서 절을 받았다 둘째 아들 내외는 . 

안방의 윗목에서도 문턱의 흔적 밖에서 절을 했다 손자 최주현 씨가 왔. 

을 때 최주현 씨는 웃방에 있던 최열 씨 내외에게 문밖 대청마루에서 절

을 한 후 방으로 뛰어 들어가 강계희 씨를 꽉 안으며 친밀감을 다시 나, 

누었다 인사법은 문중 사람들 안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외부 사. , 

람이 관람을 왔다가 안채에 들어오는 경우 마당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도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흔쾌히 인, 

사를 받는다 자신이 어느 일가의 몇 대 손임을 강조하며 조상들 사이의 . 

관계를 최열 씨 내외에게 설명하던 방문객은 방 안에서 부부에게 절을 

했다 이른바 법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절대로 통성명한 후 절. ‘ ’ 
을 한다 양측은 묵시적으로 절을 하는 것이 인사의 법이라고 인식하고 . 

있으므로 최열 씨 부부는 익숙하게 몸을 숙이며 절을 받았다, . 

쌍암고택에는 조상에게서 이어온 것이 아니지만 전통으로 인식되는 일  

상적인 활동이 존재한다 강계희 씨와 최열 씨가 머무는 웃방은 최열 씨. 

가 직접 월부터 월까지 불을 땐다 최열 씨는 겨울에도 새벽 다섯 시9 5 . 

78) 최재성 씨는 이것이 남인의 인사법이라고 하고 노론 집안에서는 다르게 인사 , 
를 한다고 하여 차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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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깨어 여섯 시에서 여섯 시 반 사이에 방에서 나와 웃방에 불을 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실에 다녀온 후 점심을 먹기 전까지 집 안에서 풀

을 뜯거나 나무를 쪼개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후 최열 씨는 두 시쯤 , 

불을 한 번 더 땐다 네 시쯤이면 방이 따뜻하다 안방은 최재성 씨가 . . 

월부터 월까지 불을 땐다 보일러가 있지만 거의 틀지 않으며 조상11 4 . , 

이 해오던 대로 나무를 쪼개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이 여름을 제외한 

매일의 일과이다 그러나 과거 불을 때는 일은 일꾼들이 하던 일이다. . 

가을걷이가 끝난 후 정월 대보름까지 집안에 일꾼이 없을 때만 거주자들

이 직접 불을 땠다 그때도 꼴머슴이 함께 살면서 매일 새벽 네 시 오. , 

후 네 시쯤 불을 땠다 최재성 씨는 년 이후부터 일꾼들이 모두 사. 1974

라지고 나서야 최상학 씨와 삼촌들이 불을 땐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년을 전후하여 새마을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직접 1975

불을 때는 기간은 길지 않았다 지금의 거주자들은 년 이후 가마솥. 1982

이 필요한 요리를 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만 바깥 부엌에서 불을 때곤 

했다 따라서 불을 때는 것은 거주자들의 일상이기보다는 일꾼들이 반복. 

해 온 활동이다 거주자들은 오늘날에야 그러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체득. 

하여 유지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불 때기는 주체였던 일꾼들이 사라. 

지더라도 공간이 남아있는 한 주체를 옮겨가면서 유지된다. 

쌍암고택 가족들의 전통과 내력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형성되며 유지된  

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대대로 살아온 거주자들은 집에 가족. 

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족의 내력을 건물에 투영한다 고택, . 

은 기존의 가치와 내력을 담고 규정적인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물이다 거주자들은 고택에서 상기되는 기억과 습. 

관을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면서 내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인터뷰 3-2   

최열 씨 평생 이래 살다가 촌에서 학교 나와서 그만큼 했으니 내 할 : ...

일은 다 했고 요새부터 내가 할 일은 이 집을 운용하고 내가 집을 지, , 

키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세상이 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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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만 되면 됐다 팔십 . 

다섯인데 뭐 오래오래 살았지 뭐 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 하, . , 

나 남길 수 있지 딴 사람들은 내 자신이 노력을 안 하고 일꾼들 시켜... 

서 했는데 나는 우리 집 운용을 사람들 안 시키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 

집에 어른 계실 때만 해도 둘 서이는 일꾼을 두고 있었는데 내 자신, ,.. 

보다도 나중에 사람들이 어떠한 과거의 누가 이 집을 운영하면서 이렇, 

게 있었다 하는 그것만 알면 돼.

최열 씨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집을   , 

물려받기 위해 귀향했다 인터뷰를 통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 

고시와 맞바꿀 만큼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른들. 

과 달리 직접 집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는 외부인들이 방문할 때에도 그들을 직접 맞이하며 해평 지역에 관해 

설명한다79) 그리고 그들에게 집의 내력을 들려준다 최열 씨는 집안의 . . 

부를 이룬 대 조상들인 형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쌍암고택의 첫 17 6 , 

번째 주인이 바뀐 이유와 집 이름의 유래를 들려준다80) 최열 씨는 집을 . 

비웠을 때 손님이 방문할까 봐 집을 비우려 하지 않는다 마을 미용실에 . 

가기 위해서는 최재성 씨가 최열 씨와 강계희 씨를 차에 태워서 이동해

야 하는데 집을 비울 수 없으므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여 최재성 씨, 

가 두 사람을 따로따로 태우고 미용실을 두 번 다녀와야 했다 이는 두 . 

79) 최열 씨가 방문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유형화되었다 먼저 지명의 유래를  . 
들려준다 예전부터 낙동강에서 물이 한번 들어오면 빠지지 않아 쌍암고택 거의 . 
앞까지 물이 차고는 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해평이라고 한다 또 들이 . . 
넓어 사람이 살기 좋아서 해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곳이 대한민국 정신문화. 
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이곳은 신라가 불교를 들여와 세운 절. 
이 있고 생육신이 태어나고 사육신이 물러난 후 머물렀던 곳으로 유교 문화가 , 
승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열 씨는 이곳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발상지라고 . 
보았다 여기에 최열 씨의 생각을 덧붙여 한때 공단에서 휴대폰 부품이 생산되. , 
었던 까닭에 최첨단의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방문객들에게 , 
들려준다.   

80) 최열 씨는 과거 큰 바위 두 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쌍암고택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한다 과거 쌍암고택은 지금보다 넓었다 지금 바위 하나는 다른 . . 
사람의 집 벽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다른 집 마당에 포함되어 땅속에 , 
파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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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치과에 갈 때도 반복되었다 강계희 씨의 생일날에도 최열 씨가 . 

외식하지 않고 집을 지키겠다고 하여 가족들이 설득을 해야 했다 최열 . 

씨는 고택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조상들의 내력과 동일시하며 집을 오, ‘
래도록 잘 지켜온 것을 문화재 지정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
고택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집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 

최열 씨가 집안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노력의 일환이며 현재 그의 가장 , 

큰 과업이다. 

변동과 충돌 2) 

사회적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에도 제도는 고택의 물질적인 형태를 유  

지하기 위해 변화를 억누른다 거주자들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제도의 괴. 

리 속에서 생활한다 변화 속에서도 공간에 기대어 전통을 이어가려는 . 

의지와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거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경합

한다 거주자들은 하루 세끼를 대부분 함께 먹는다 추운 계절에는 안방. . 

에서 따뜻한 계절에는 대청마루에서 식사한 후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눈, 

다 개인 혹은 집단 속에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와 행위는 개인이 속한 집. 

단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선택된다(Sahlins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더 큰 집단이나 같은 집단 안에2014[1985]: 101). 

서도 다른 문화를 겪은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택 거주. 

자들이 종종 조상들의 옛날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나눈다는 것을 앞서 밝

혔다 연구자가 있는 동안 거주자들은 이 집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 

들였던 의인할매 이야기를 두 차례 이상 나누었고 연구자에게도 따로 , 

이야기했다. 

인터뷰 3-3   

최재성 씨 우리 집은 남자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들이 대를 잇기 : ,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특히 의인할매가 양자를 데리고 오고 양자. ...

오신 분이 또 외손들하고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대. 

를 잇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의인할매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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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많이 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 , . 

생각하느냐면 의인할매는 이 집 주인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집 대. . ‘
를 이어가겠다 하는 책임감이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친정에 한쪽 ’ , 

발을 담그고 여기 생활을 해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언뜻언. , 

뜻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경주할배는 의인할매가 이래이래 모시고 ‘
왔다 할매가 애 하나 줄 때까지 죽는다면서 바깥에 앉아서 방에도 안 ’, 
들어가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흘째 되어서 경주할배가 이불을 가지

고 덮어줬대요 그러니까 니 내 따라가자 이렇게 되어서 모시고 갔다고 . ‘ ’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셨대요 우리 집이 문화재가 되고 처가나 다른데 . ... ,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니까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구, 

나 그때부터 나도 설렁설렁 듣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 

주위 분위기라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도 애착심을 가지게 돼요, . .

의인할매 이야기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전해 내려온다 그리고 경북 지방 양반 가문 사이에서 어느 집안에서 . ‘
양자를 들여오기 위해 그랬다더라 라는 식으로 의인할매의 이야기가 전’
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은 후 . 

가문의 옛날이야기에 더욱 애착이 생겼다는 최재성 씨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인 강계희 씨 혹은 아내인 권경아 씨와 의인할매를 비교한다 이 . 

이야기는 오늘날 집안의 여성들이 의인할매만큼 이 집안사람은 아니라‘ ’
는 잣대가 된다 오늘날 집안의 여성들이 선조들만큼 집안의 행사나 가. 

풍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는 가치 판단을 담으려 하지 않는다 가족. 

들은 과거만큼 시집온 여성들이 이 집안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래야 한

다고 지각하지도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 과거 집안의 여성들과 오늘날 , 

여성들은 대척점에 놓인다 과거 이야기는 선택되어 되풀이되면서 일상. 

생활의 신화81)로서 전해 내려온다 이 집의 정체성과 가족으로서의 의식. 

81) 본 연구에서 신화는 롤랑바르트의 의미를 따른다 롤랑바르트 그 ( 1995[1957]). 
는 신화를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해한다 사회의 보편적인 믿. 
음은 생활 속의 이미지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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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유지된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나 . 

누는 이야기는 집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화적 도식에 따라 선택된다. 

그러나 오늘날 집안의 여성들과 이야기 속의 여성상은 세대가 거듭될수

록 차이가 드러난다 강계희 씨는 최열 씨에게 제사를 간소하게 해야 한. 

다고 거듭 이야기한다 며느리 권경아 씨는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 

동안에는 쌍암고택으로 이사를 들어올 생각이 없다 최재성 씨는 주말마. 

다 권경아 씨가 있는 도시의 집으로 간다 오늘날 여성들의 생각과 생활. 

양상이 달라진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대를 잇기 위한 의인할매의 과감한 

행동과 극단성이 강조되며 당시의 시대와 집안의 분위기가 오늘날과 달

랐음이 드러난다 집안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게도 의인할매의 이야기는 일종의 미담처럼 전해 내려온다 과거 이야기. 

는 오늘날과 괴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의식적으로 이어진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공간과 맞닿으며 감각할 때 과거의 경

험 기억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현대식 건축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택의 · . 

불편함을 몸으로 느낀다 최재성 씨는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간 이후 도. 

시에서 생활해왔다 고택을 드나들기는 했지만 줄곧 양옥에서 살았고. , , 

결혼한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지냈다 최재성 씨는 고택을 물려받기 위해 . 

년 월 일 귀향한 이후 그해 초겨울까지 고택의 안방에서 지냈다2015 1 1 . 

별채에 컴퓨터를 두고 농업교육을 받으면서도 식사와 잠을 포함한 주요 

생활은 쌍암고택에서 했다 그는 고택에서 높은 뜨락. 82)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불편함과 추위를 견디다가 안방에서 쥐를 본 후 별채에서 자기 시

작했다 어린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해도 양옥생활에 적응한 몸은 . 

고택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고택은 낯설어진다 별채는 내부를 양식으로 , , 

지어 외풍이 없으며 화장실도 편리하다 최재성 씨는 지금까지도 고택, . 

에서 주로 생활하지만 잠을 별채에서 잔다 그러나 최재성 씨는 모든 생. 

활을 별채로 옮기지 않고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자 마음먹는다 불편, . 

한 익숙함과 편리함이 상충할 때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불편한 익숙함, 

화는 자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신
념체계를 이룬다.     

82) 거주자들이 뜨락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고택의 초석이 놓여있는 기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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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살아간다 그 가치는 오랫동안 이어온 집에서 . 

옛날처럼 생활하고자하는 의지를 통해 드러내는 거주자들만의 전통이다. 

거주자들은 고택에 대한 유년 시절의 기억과 경험 그로부터 가지게 된 , 

정서를 바탕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상적인 타협을 통해 새로

운 실천을 하며 기존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다. 

최재성 씨가 도시의 공간에 적응하여 고택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었  

던 반면 강계희 씨는 고정된 공간에서 체화된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고택은 일꾼들의 존재를 상정하고 지어. 

진 공간이다 쌍암고택에는 집 안팎의 일을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었다. . 

바깥일을 도와주는 이들은 고택 안에 함께 살거나 마을에서 살면서 주로 

농사일을 거들고 나무를 했다 이들은 년까지 있었다 이후에 쌍암. 1973 . 

고택에서는 계약을 하는 일꾼을 두지 않았다 정기적인 계약 관계를 맺. 

는 일꾼들 외에도 강계희 씨의 시어머니는 밭농사를 지을 때 마을 사람

들을 동원했다 매년 월 풀이 나는 시기부터 월까지 여 명의 . 4, 5 7 3, 40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들의 작업량을 확인하여 일당을 지급했다 강. 

계희 씨는 이들의 새참과 저녁을 준비했다 집안일을 돌보는 일꾼으로는 . 

강계희 씨를 도와 설거지와 밥 빨래를 하는 식모와 소죽을 주로 끓이는 , 

꼴머슴이 있었다 마지막 식모는 년대 초반까지 강계희 씨를 도와 . 1980

집안일을 돌보았으며 임종까지 강계희 씨가 지켜보고 그의 가족들에게 , 

연락하고 장례 비용을 치렀다 강계희 씨는 안살림을 도맡아서 공간과 . 

밀접한 생활을 했으므로 거주자 중에서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 

다 그에게는 일꾼들이 없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일꾼들이 존재할 때의 . 

생활 습관이 남아있다 강계희 씨는 과거 일꾼들이 청소와 뒷정리를 해. 

주었던 때와 같이 지금도 뒷정리를 미루어두고는 한다 사탕 껍질을 까. 

서 마당에 그냥 버렸다가 이후에 다시 줍기도 하고 방 설거지 강계희 , (

씨 표현 도 자주 하지 않는다 과거 여럿의 손을 빌려 고택을 정리해왔) . 

기 때문에 오늘날 과거와 같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 

연구자가 고택에 머무는 동안 최재성 씨가 집을 며칠 비웠다 강계희   . 

씨가 아침에 연구자를 부르더니 대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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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씨가 없을 때 대문을 여닫는 일은 최열 씨가 하지 않으면 연구자

의 몫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후에도 강계희 씨를 도와 요리를 하거나 김. 

장을 하기도 했다 강계희 씨는 자신에게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인. 

지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선택되고 유형화된 삶의 양식이 행동의 기반, 

을 이루고 있으므로 고쳐지지는 않는다 강계희 씨는 여전히 익숙한 공. 

간에서 기억과 경험을 품고 체화된 생활습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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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의 합일2. 

가족들은 고택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 

고택을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공유한다 고택을 지켜간다는 말. 

에는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과 가족의 전통을 지켜 정체성을 유지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 정체성은 지속되는 경험과 기억을 통. 

해 유지된다 집단 내에서 무의지적인 습관과 기억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최재성 씨의 자식 세대는 고택에서 일상을 공. 

유하지 않으며 조상에 대한 경험과 기억도 고택에서 조상들과 살아온 , 

최재성 씨 이상의 세대와는 다르다 이들은 고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한다 고택의 새로운 의미 또한 고택에서 계속된 습관과 기억을 바탕으. 

로 부여된다 가족들은 고택의 의미를 기존의 이해 속에서 새롭게 받아. 

들이며 전통을 지켜간다. 

고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는 활동은 의례이다 가  . 

족 구성원들은 고택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낸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 

족으로서의 정체성은 과거의 습관과 기억에만 의지하지 않으며 새로이 , 

함께하는 경험인 제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하는 제사. 

의 형식과 내용은 과거와 같지 않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경험하는 의례 또한 각자의 인식대로 이해,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보고 모방하며 함께 의례의 과정을 거치면. , 

서 정서와 감정을 나누고 가족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들의 전통은 고. 

정된 공간에서 새롭게 구성되며 이어져 온다. 

  는 이러한 양상을 족이 신성James Fernandez(1984) Fang, Mina, Zulu 

한 공간에서 행하는 의례에 주목하여 보여준다 주체들은 반복된 경험을 .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의례와 같은 특정한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은 . 

변형되거나 창조된다 이때 신성한 공간은 구성원의 신체나 내적 질서에 . 

대한 상징을 이미지로 드러내고 이러한 상징을 전통적인 의식으로 수행, 

하게 한다 상징적인 공간에서 의례적인 행동을 통해 공간과 상호작용하. 

면서 구성원은 정체성을 획득한다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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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들이 가족의 전통을 받아들이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쌍암고택에서의 제사와 그 공간을 통해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고택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최열 씨에게 고택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으므로 유지해야 하는 . 

사명감을 느끼는 공간이라면 최재성 씨에게는 가족들의 추억과 조상들, 

의 기억이 있는 공간이면서도 문화재가 된 이후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공

간이다 나아가 최재성 씨는 고택이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 최재성 씨는 미래가 지금과 다른 사회가 되리라 예측하면서. ,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이성을 가지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들인 최주현 씨가 장손으로서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동시에 훗날 옛날 집을 보존하며 사는 것이 문화 상품이 되

어 최주현 씨에게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 최주현 씨에게 고택은 전통. 

이거나 상품이기보다는 자신의 또 다른 집이다 이들의 서로 다른 생각. 

이 고택이라는 한 공간에 펼쳐진다. 

그러나 거주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제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공간은 . 

대청마루와 사당이다 대청마루는 모든 한옥에 마련된 가족의 공용 공간. 

이다 대청마루는 한옥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의 교. 

차점으로83)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조상 숭배를 위한  , 

의례 공간으로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장소84)이다 쌍암고택에. 

서 대청마루는 방간을 볼 때는 요리를 하는 공간이 되고 여름에는 식사, 

를 하는 공간이 된다 거주자들은 대청마루에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 

며 한때는 굿을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 집 안에서 지, . 

내는 의례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쌍암고택 거주자들은 대청마루를 여전

히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83) 전봉희 권용찬 원형적 공간 요소로 본 한국주택 평면형식의 통시적 고 · (2008). 
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쪽 참고. 24(7). 181-192. 182 .

84) 유병용 손태진 한국전통 주거건축에서 경계공간으로서 안채의 마루에  · (2012).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3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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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4   

최주현 씨 제사는 무조건 대청에서 그게 고정관념 비스무리한 거예요: , .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여기서 해왔으니까 다른 데서 할 생각을 안 해

요.

다른 날 노후에 음식점을 해도 제사는 대청에서 지낼 거예요 제사 하) . ( )

는 날은 휴무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일보다는 우선시할 거예요.

인터뷰 3-5   

최재성 씨 나중에 별채에 산다고 해도 제사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정: ( ) . 

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당 뒤로 모시고 가기는 좀 그래요 그렇게 하지는. 

사당 뒤의 별채에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청에서 제사를 ( ) . 

지내게 될 것 같고요 정침 신주 출주 적어놓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청... , , 

에서 제사 지낸다고 신주를 모셔가요 출주 축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어. , 

떤 의미가 내가 모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다른 날 대청에서 지내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했어요) , . 

대청에서 지내는 건 축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연구자 축에 대청에서 지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최재성 씨 정침이라고 대들보 밑으로 모셔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 , . 

이 말을 바꾸면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다른 데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 ) ...( ) 

이야 없는 건 아닌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더 고민해보고 알아봐야 , . 

돼요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사실 논리가 없어요 반드시 대청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설득력과 논... . 

리도 없어요 결심만 하면 어디서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 ...

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저쪽별채에서 생활을 . ( )

한참 하고 여기는 숙박만 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 한 번씩 와보기도 하, 

고 이러는 게 끝일 거예요 그러면 주현이 엄마가 사람도 안 오고 우리, . 

끼리 제사 지내는데 굳이 이쪽대청마루 까지 와가지고 큰방에 사람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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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그러면서 할 필요 있느냐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설득될 수도 있어, 

요.

연구자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성 씨 그렇죠 아직까지 좋게좋게 지내려고 하면 아직까지 그리고 : . , . 

또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3-6   

연구자 제사를 왜 대청에서 지내시나요: ?

최열 씨 방 안에서 하는 것보다 공간이 넓잖아 참석하는 사람들을 더 : . 

건강하게 만드니까. 

연구자 나중에 대청에서 안 지내도 되나요: ?

최열 씨 안 지내도 돼 대청에서 지내야 한다는 건 제사를 지낼 때 참: . , 

석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있는 거야 좁은 데서 지내면 바깥에 나가서 절.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거지 딴 게 있어서 그런 . , 

게 아니야.

위의 인터뷰를 통해 대청마루에서 지내는 제사에 대한 제주와 차기 제  

주들의 생각이 드러난다 최주현 씨는 자신의 성향이 전통 가옥에서 살. 

기 때문에85)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사만큼은 대 , 

청마루에서 지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재성 씨도 이유를 설명할 . 

수는 없지만 대청마루가 아닌 공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거, 

부감을 드러냈다 한국 가옥에서 대청마루는 의례를 위한 공간이라는 상. 

징성을 지닌다 거주자들은 대청마루의 기능과 의미를 지식으로 습득한 . 

적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대청마루의 상징성을 체화해왔다 거주자들은 , . 

논리적인 이유나 역사적인 유래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껏 이어오던 , 

것을 자신의 대에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며 연속성, 

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통이 이어지는데 . 

85) 최주현 씨는 고택을 자신의 또 다른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친구들에게  . 
집에 있다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어느 집 에 있냐고 묻는다 강계희 씨는 최주현 ‘ ’ , ‘ ’ . 
씨가 어릴 때부터 이 집이 장차 네 집이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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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에서 지내는 . 

제사와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강하게 드러난다 대조인 사촌할배최용. 4 (

기 제사는 며느리 권경아 씨가 자식들과 살고있는 도시에서 지낸다 그) . 

곳에서 거실은 대청마루와 같은 의례의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제, 

사는 문간방에서 지낸다 대청마루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전통을 이어. 

가도록 하는 공간이며 가족들은 이를 생활 속에서 체화하여 받아들인, 

다.

최열 씨는 연구자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의 제안에도 대 봉사를 지속하며 단설4 ( )單設

을 고수한다 또한 최재성 씨가 결혼한 후 자정에 지내던 제사를 밤 시 . 8

반에 지내기로 했지만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최열 씨는 아무리 일러, 

도 시는 넘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제사를 지내는 날10 . 

에는 음복이 저녁을 대신하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간단

한 요깃거리를 먹기도 하는데 권경아 씨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을 , 

내와서 최열 씨가 언짢은 기색을 보인 날도 있었다 과거에는 제사를 지. 

내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열 씨는 상황에 따라 제사를 . 

유연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유연한 상황에 대해서는 몹, 

시 엄격하며 완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식사를 물리고 대화하는 . 

자리에서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기 편하도록 강계희 씨와 한날한시에 갔

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자식들이 제사를 지낼 때 조금 더 , 

편할 수 있도록 합설하고 줄이자는 강계희 씨의 제안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인 최열 씨가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 후 웃방을 나서면 제사가 시  

작된다86) 보통 우 집사인 최주현 씨가 초를 켜고 앞장서서 사당으로 가. 

는 제주의 앞길을 밝힌다 축관을 비롯한 제관들이 제주인 최열 씨 뒤를 . 

따르고 좌 집사인 최재성 씨가 가장 끝에 서서 사당과 대청마루를 오가, 

는 흐름을 관리한다87) 사당에 들어갈 때는 모두 오른쪽 계단으로 오른. 

86) 지금 최열 씨가 입는 도포는 강계희 씨가 시집올 때 강계희 씨 어머니께서 만 
드신 것이다 원래는 옥색이었는데 강계희 씨가 노란색으로 치자 물을 들였다. . 
그 안에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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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당 문을 열고 문밖에서 조상 모두에게 절을 두 번 한 후 최열 씨. , 

가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 축관이 곁에 서서 출주(出 )主 축을  

읊는다 축을 다 읊으면 최열 씨는 신위를 모시고 사당의 가운데 계단으. 

로 내려온다 대청마루로 돌아온 후 모두 두 번 절하여 참신 을 한. ( )參神

다 이어지는 강신 에서 최열 씨가 향을 피운다 최재성 씨가 최열 . ( ) . 降神

씨에게 잔을 건네고 최주현 씨가 술을 따라주면 향불 위에서 잔을 세 번 

돌린 다음 모삿그릇에 붓는다 다시 두 번 절을 하며 강신을 마친다 주. . 

과포와 시접 대접 수저만 있던 상에 진찬을 한 후 최열 씨가 초헌, , , (初

)獻을 올린다 이때 절은 하지 않는다 축관이 독축을 하고 나면 가족들. . 

은 일제히 엎드려 곡을 하기 시작한다88) 안방과 부엌에 있던 여성들은 . 

문을 열고 대청마루 쪽을 향해 앉거나 엎드려 곡을 한다 제사를 모시는 . 

대 중 대까지는 곡을 하고 그 윗대에는 곡을 하지 않지만 윗대라고 4 2 , 

하더라도 직접 봤던 조상일 경우에는 곡을 한다 부모의 제사인 경우 자. 

식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이 어‘ , ’ , ‘ , 

이 하며 곡을 한다 곡을 한 후 최열 씨가 절을 두 번 한다 아헌’ . . ( )亞獻

을 올리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제사 당일에 멀리서 왔거나 특별히 제사. 

에 참석한 사람이 아헌을 올린다89) 뒤이어 제관들은 차례대로 술을 올. 

린다90) 이후 합문부복. ( ) 闔⾨俯伏 후 탕을 빼고 숭늉을 올리고 철시복반, 

( )撤匙覆飯 묵념을 한다 끝으로 사신 . (辭神 절을 두 번 하면 여성들이 ) 

모두 나와 일렬로 선 후 큰 절을 두 번91) 하고 제사는 끝난다 제사를  . 

87) 좌 집사는 제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율한다 신위를 모시러 갈 때는 제관들을  . 
통제하지 않지만 제관들이 신위를 모시고 나온 제주를 앞지르게 되면 신위 뒤로 
갈 것을 권한다 제관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때 자제시키기도 하며 합문부. , 
복 때는 일부러 제관들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제사는 길사. (吉祀)라 하여, 합문 
부복 때는 자손들이 두런두런 소리를 내는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 . 
집사인 최주현 씨는 술을 따르거나 안주를 올리는 등 비교적 간단한 일들을 한
다. 

88) 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하여 초헌을 마친 후에 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쌍암 , 
고택에서는 제주가 잔을 올리고 다 함께 곡을 마친 후 제주가 두 번 절한다.  

89) 아헌은 원래 집안의 주부가 올린다 한 연구기관에서 쌍암고택의 제사를 보러  .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칙대로 하기 위해 강계희 씨가 아헌을 올렸다, .  

90) 종헌하여 삼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형제들이 많아 제사에 참석하는  , 
사람들이 많았던 까닭에 술을 한 번도 못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최열 씨는 모
두가 술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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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동안 가장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단연 최열 씨다 최재성 . 

씨는 가장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며 최주현 씨는 곁에서 최재성 씨를 , 

도우면서 제사를 익힌다.   

제사에 관해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 

들은 제사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형식을 간소화할 수도 있으며 대 , 4

봉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열 씨가 제주. ( )祭主

인 한 현재의 방식과 형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사의 형식과 방. 

법은 집안마다 체화된 실천을 통해 이어지고 편의에 따라 변화해온다, . 

그러한 변화는 구성된 전통의 흔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을 잇기 위한 

조건이 된다 제사는 이어지기 위해서 변화해 왔지만 제사를 지내는 공. , 

간은 변함없이 대청마루다 대청마루에서 이 집의 전통인 곡제사. ( )哭祭祀

가 유지된다92) 아파트와 같이 이웃집과 맞닿아있지 않으며 이웃과 충. , 

분한 거리가 있는 트인 공간이기에 가족들은 마음껏 우는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과 내용이 변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이어온 제사. 

를 통해 가족의 전통은 이어지며 거주자들은 조상과 연결된 자신의 정, 

체성을 확인한다. 

대청마루가 후손들이 조상들을 모셔오는 공간이라면 사당은 조상들이   , 

머무는 공간이다 쌍암고택이 지어진 조선 후기는 집을 주거공간이기보. 

다는 유교적인 도덕률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도장( )道場으로 여겼으며 김(

광언 그중에서도 사당은 유교 윤리관에서 중시되는 조상숭배1988: 87), 

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유교적 관념인 효에 바탕을 . 

둔 사당을 조상의 영혼이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며 이곳에서 민속적인 

관념이 혼재된다 거주자들은 조상에 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다 영. . 

91) 남자들이 참신 때 두 번 영신례 때 두 번 절을 하므로 이에 맞추어 여성들도  , 
마지막에 네 번 절을 했으나 강계희 씨가 무릎이 불편해진 후부터 두 번만 한다. 
큰 절을 해야 하기에 제사에 참석하는 날 여성들은 발목까지 오는 통치마를 입는
다.

92) 실제로 최재성 씨가 신주를 모시고 나가서 도시에서 지내는 대 제사의 경우에 4
는 아파트에서 지내기 때문에 곡제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
도 있었으나 최재성 씨는 원래 대의 경우에는 곡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이야, 4
기한다 생면한 조상의 경우에만 곡제사를 지내는데 현재 대째 조상을 생면한 . , 4
가족 구성원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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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서도 조상의 혼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종교적

인 태도를 보인다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최재성 씨가 사당에서 자신의 .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3-7   

최재성 씨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가슴 속에 : . 

후손들한테 남아있으면 그게 또 살아있는 거처럼 그런 거 같고 어떻게 . 

보면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없는 , . 

것을 있듯이 하는 게 종교적인 태도 같아요, .

연구자 할머니께서는 사당에 가시면 엄숙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  

최재성 씨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때 속상해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있: , 

었던 적이 있어요 사당에 사진도 있고 농에 할아버지 양복을 넣어놨어. , 

요 그런 게 마치 있는 듯하게 소박하게나마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이에... , ...

요 조상 사당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 

종교적인 태도 구복이라든지 절대자에 대한 숙명론이라든지 이런 태도, , , 

는 전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죽으면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 “ ? 

그러셨어요 근데 왜 제사 지내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안 ( )”... . 

물어봐도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어른이 좋은 추억을 후손들에게 주고 가. 

면 또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앉아 가지고 공통, 1

의 의식을 지내면 거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 , 할아버지하고의 추억 그...

런 것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씩 되새겨 볼 수 있어요, . 뭐 밥상  

차리고 이런 거는 와가지고 잡수고 그런다는데 그런 걸 믿겠어요 옛날, , ? 

에 큰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사 밥을 뒤집어서 빼면 쏙 들어가요 무게 , ( ) . 

때문에 그런데 봐라 잡수셨지 이런다고요 믿는 거예요, ( ) ‘ ’ . . 그런 게 어

떻게 보면 종교적인 태도에요 믿음의 단초를. , 어디서든지 믿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실제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최재성 씨  , 

는 사당에 가면 종교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재성 씨는 조상들이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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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상징적인 영생( 으로 이해하면서도 사)永⽣

당에서는 마치 조상들의 혼이 그곳에 있는 듯이 행동한다. 최열 씨도  

귀신이 어디 있느냐 다 산 사람의 마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 ’
사상을 받는 조상을 제외한 다른 조상들을 보기 미안하기 때문에 사당에

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최재성 씨에. 

게 제사를 대청마루가 아닌 사당에서 지내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도 최재성 씨는 최열 씨와 같이 다른 조상들 보기 미안해서 그러는 , ‘
것 같다 고 대답했다 조상에 대해서 후손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감정과 ’ .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Tylor 1920[1873]: 424은 공간으로 확장되어 사) , 

당을 영적이고 종교적인 공간으로 구현한다 사당에서는 기단을 오르고 . 

내릴 때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와야 하며 조상의 신위, 

를 들고 있을 때만 중간 계단으로 다닐 수 있다 연구자가 중간 계단으. 

로 올라가자 최재성 씨는 중간 계단은 조상의 영혼만 다니는 길이니 우

행할 것을 권하며 영혼에 대한 믿음을 그에 대한 예절로서 보여주었다. 

조상에 대한 믿음은 의례를 포함한 실천을 이어가게 하고 그러한 형식, 

과 실천을 통해 믿음은 유지된다 사당은 거주자들이 감정과 정서를 투. 

영하며 종교적인 태도를 지니는 공간이다 또한 사당은 . , 후손들의 기억

과 경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공간이다. 공통의 경험과 되풀이된 의례로  

생성된 조상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사당에서 강화된다 거주자들은 이. 

러한 마음을 사당에서 의례를 지내며 되새기고 의례를 통해 가족의 전, 

통은 이어진다 조상과의 관계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 

니라 이들만의 가치와 애정 감정의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Pareto, 

에서 재인용 가족들이 조상에 대해 종교적인 태도Evans-Pritchard 1965 ). 

를 보이는 것은 이들만의 공통의 정서에 기반하여 내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감정 정서를 담고 . , 

있는 내적 논리를 바탕으로 의례를 행한다93) 비록 가족들이 조상에 대. 

93) 에반스 프리차드는 파레토가 종교를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가치와 감정 애정 등을  , , 
기반으로 하는 비논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파레토는 이성적
인 사고와 비논리적인 사고방식 모두 공통의 정서( 에 기반하common sentiment)
여 있으며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단지 수단을 내적인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Evans-Pritchard,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 1965, 



- 93 -

해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감정과 정, 

서는 고정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통해서 모인다 의례를 지내면서 .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과 기억에도 불

구하고 어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제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공통. 

의 추억과 경험을 새롭게 습득하고 축적하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

다 조상들에 대한 추억과 경험이 없더라도 의례를 함께 경험하며 추억. 

을 만든다 가족 구성원들은 조상과의 추억을 생각하고 가족의 행사에 .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 

들과의 추억을 쌓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가족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가족 

특유의 정서가 공유되고 내적 가치가 획득된다 즉 감성을 바탕으로 구. 

조가 구축되고 주관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질서가 이루어진다, (Sahlins 

2004[1985]: 69).

인터뷰 3-8   

최재성 씨 사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내가 지낸다 면: ( ), 

우리 자식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이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럼 누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동원한 나를 . , 

위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매도 시집와서 시할아버지를 .... , 

년을 모셨어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내가 4, 5 .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보면 내한테는 좋은 추. , 

억인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슬쩍 슬쩍하면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제. 

사라는 것도 어떻게보면 내 이기적인 행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날 최재성 씨 권경아 씨에게 가족 행사 제사 가 나만큼 중요하) :  ( ) ( )

지는 않아요 우리 애 엄마는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해왔는데도 아버지 . 

돌아가시면 대 정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2 , . 문제는 내가 생면한 

큰 할매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데 안 지낼 수가 있는지 어떻. .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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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면 그것도 배신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큰할매하고도 내가 년, . 17

간 쌓은 추억이 있는데 내가 살았을 때 내 마음속으로만 기리는 것은 , 

부족한 것 같아요.  

최재성 씨는 제사를 조상과 함께했던 추억을 기리는 행사로 인식한다  . 

그래서 인터뷰에서 조상에 대한 추억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제사를 지내

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거. 

듭 제사를 지내면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형식의 힘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추억과 경험이 다르더라도 제사가 감정을 불러일으킬 .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 . 

추억으로 이어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내적 가치를 

형성한다. 

인터뷰 3-9   

최재성 씨 형식이 없으면 의미까지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형식: . 

이 의미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울어서 . 

슬픈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하고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런. , . (

데 행사만 쫙 하면 참신하고 삼헌하고 유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 , , , 

송신하고 문 닫고 끝 절차에 따라서 착착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 . 

시라도 서가지고 빨리 안 끝나나 춥다 이런 생각 하고 있을 수도 있는, ‘ , ‘
데 그사이에 또 할배에 대한 추억 같은 거 그냥 눈물이 나나요 어디, , ? 

옛날 생각 막 해야 해요.

 

사당과 대청마루는 최재성 씨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하나의 표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공간에서 대를 이어 온 의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 

현하는 수단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표현하면서 가족들은 늘 . 

처음과 같이 굳건할 수 없는 어떠한 신념을 상기하고 되새긴다 구체적, . 

인 공간에서의 의례에 의지하여 가족들은 형체가 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믿음은 의례를 통해 다시 구체화하며 견고해진다 즉 사당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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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루는 가족들의 인식과 실천 속에서 가족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다 의례를 지내는 이들 각자의 복합적인 태도가 사당과 대청. 

마루에서의 의례를 통해 구현된다 각자의 경험과 서로 다른 이해가 한 . 

공간의 의례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고택에서 살고 있지 않은 가족 구성

원들도 집안의 전통을 공유하고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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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으로 얽히는 관계와 전통들 . Ⅳ

장에서는 거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전통이 이어지고 충돌하는 양상을   Ⅲ

살펴보았다 거주자들에게 전통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유지하고자 하. 

는 가족들의 전통으로 인식된다 전통의 고정된 표상을 제시하기 위해 . 

부여된 문화재라는 지위 또한 가족들의 전통을 보증하는 장치로서의 역

할을 한다 그러나 고택에서 유지해 온 거주자들의 생활은 현실적인 변. 

화 속에서 기존의 생활과 어긋나는 양상을 보인다 거주자는 가족의 전, 

통을 잇기 위한 실천들을 지속하며 고택은 이러한 작용의 장이 된다, . 

장에서는 고택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전통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실Ⅳ

천이 충돌하고 겹쳐지며 얽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택은 전통을 . 

담지한 공간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대상이다 또한 고택은 오랜 시간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 

차지해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의 요인이 된다 연구의 과제는 고, . 

택의 문화재로서의 내력과 전통으로서의 상징성이 거주자들이 맺는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고택이 문화재가 된 후 거주자들이 . 

고택에서 맺는 관계는 확장된다 거주자들과 주민들이 맺는 관계는 고택. 

이 문화재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간다 연구자는 제도에 대한 . 

주민들의 반응을 고택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

로 이해하며 국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통에 대한 표상을 개인화하는 ,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은 기존의 기억과 경험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거주자들. 

은 문화재 관리자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문화재 관리자들과 거주. 

자들의 인식과 실천은 고택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역동을 만

들어낸다 이곳에 미디어를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들까지 더해지며 문화. 

재로서의 관리와 고택 체험을 준비하는 거주자들의 이중적인 실천 외부, 

인들의 인식은 고택에 겹겹이 겹쳐지며 고택은 다양한 전통들이 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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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된다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기존의 인류학 또는 민속학에서 무형. 

의 유산 또는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전통의 연속과 변화를 살펴보던 양

상과 달리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고택이라는 공간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고택은 전통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의 장이. 

자 매개이며 대상이다 이 장에서는 전통에 대한 다양한 상들이 고택에, . 

서의 행위와 실천 작용을 통해 얽히는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  

담과 맞닿은 관계들 거주자 주민1. : -

담을 둔 사람들1) 

시간과 기억의 경합(1) 

내력을 가진 건축물은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공간이다 건축물은   . 

관련된 사람들의 역사와 관계를 품고 존재한다 거주자들은 고택에 살면. 

서 그곳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일상에서 드러내며 전통을 이어온다 그들. 

은 전통을 지켜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의 이면에는 무의식적으. 

로 계층 신분에 대한 인식이 한 편에 자리하고 있다 거주자들은 조상들/ . 

이 양반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위계를 두고 살았던 것을 보고 들었다 또. 

한 이들은 과거 논과 밭 양조장 등의 생산 수단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 , 

들을 고용하고 머슴과 식모를 식솔로 데리고 살았던 경험이 있다 거주, . 

자들이 위계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물은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질서는 고정된 공간에서 아직 유효. 

하며 이는 오늘날의 질서와 충돌하면서 혼재된다, .       

앞서 언급했듯 주민들은 계급성과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며 고  , 

택에서 일하거나 고택 거주자들과 고용 관계를 맺었던 것을 모두 양반‘ ’
과 상민 의 차이로 구분한다 따라서 고택 거주자들과 문화가 다른 것도 ‘ ’ . 

양반과 상민의 차이로 인식한다 고택은 이러한 과거의 관계와 기억이 . 

유지되는 공간이다 주민들은 고택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관계를 되새기. 

고 고택 사람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과거 담, . 

은 한층 높은 지대 위에 쌓여 고택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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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공간을 구분 짓는다 이러한 담의 기능은 담의 물질적 외형에 . 

담겨 사라지지 않고 주민들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양반들은 지역을 넘어 서원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양반들과 교  

류했으며 양반계를 만들어 교류를 이어나갔다 최상학 씨는 금난계 담, . , 

수회에 참여했으며 최열 씨는 박약회와 복인회에 이름을 올렸다 최상학 . 

씨가 발기인으로 참석한 담수회는 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들어진 1963 ·

유림단체이다 이 모임은 전통 사상을 계승하고 도덕 사회를 구현하며 . 

유학을 오늘날에 맞게 이해하고 대중에게 알려 경제와 도덕을 함께 발전

하는데 기여하기위해 시작되었다 년도에 사단법인이 되면서 전국적. 1978

인 단체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평생교육원 예절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 

하고 있다 박약회는 퇴계 선생의 학행을 사사하는 후학들의 모임에서 .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교 문화를 현대

화 생활화하여 전통을 잇고자 하는 인성교육 단체로 발전하였다 이처· . 

럼 거주자들이 참여한 양반계는 양반들의 인맥을 잇고 교류하는 지역 양

반들의 모임을 넘어 오늘날 현실에 맞추어 윤리 도덕 단체로 이어지기·

도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을 두고 자손에게 . 

대물림되던 양반계의 흔적이 존재한다94) 최열 씨는 최상학 씨가 돌아가. 

신 후 금난계를 물려받았다 최열 씨는 금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사람들. 

이 모여 만든 복인회에 참여하여 지역 양반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최열 . 

씨는 복인회 모임에 대 초반까지 참여했다 최상학 씨와 최열 씨는 마80 . 

을의 지주 계층으로서 경제적 자본을 지니고 있었으며 양반계를 통해 , 

관계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해왔다 그러나 최재성 씨가 형. 

식적으로 물려받은 계에 참석하지 않고 취향과 관심 또한 세대 간에 달, 

라지면서 양반계는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거주자들이 마을을 넘어서 맺는 관계와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맺는 관  

계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주민들은 고택의 거주자들이 소유한 땅과 산에. 

94) 담수회 정관  제 조 자격과 입회5 ( )
회원은 덕망과 인격을 겸비하고 법인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금을 납부한자로① 

서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회한다 다만 법인의 창립총회에 참여한 사. , 
람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회원 선화회원 포함 의 자녀는 입회금 없이 입회할 수 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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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사와 임업을 하고 고택의 일을 받아서 생활했으므로 강계희 씨의 , 

시어머니가 주부로 있을 때까지는 고택 거주자들과 소작 지주 관계 또- , 

는 주인 일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부인들은 - . 

쌍암고택의 대문채에 머물거나 지금은 없어진 안채 뒤편의 별채에서 기

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마을에도 . 

변화가 일어나고 고택 거주자들과 주민의 관계도 변화한다 농기구가 , . 

과거에 비해 싼 가격에 보급되고 각자 경작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고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 

사건이 년 최상학 씨 장례식에서 벌어진다 최열 씨는 상여계의 존1995 . 

재를 모른다 두레는 일종의 마을 노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 

진 노동조직이지만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최재성 씨는 , . 

과거 상여계에 집안의 일꾼들이 참여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과거에 마을. 

의 집안사람 중에서 초상이 나면 일꾼들이 장례식에 필요한 인력을 모으

고 일을 분담했다 년대 마을 일꾼들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각자 농, . 1970

사를 짓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 1980

년대 초 당시 종가의 일원이 마을에 연고를 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

년회를 만들어 마을 일에 동원하고자 했다 각 집에 한 명씩 청년회에 . 

참가하기로 했고 쌍암고택에서는 최재성 씨가 회원이었다 그러나 최재, . 

성 씨는 당시 마을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여서 마을 

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석 무렵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해의 . 

마을 행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마을 사람들은 최재성 씨가 마을 일

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최재성 씨에 대한 비판은 이후 마을 .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년 강계희 씨의 시어머니인 삽개할머. 1993

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상여를 메러 왔었지만 이후 , 

년 최상학 씨가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는 것을 거1995

부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다 최재성 씨는 이 . . 

이야기를 처음 연구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당시 도시에 살면서 직장생활, 

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그. 

러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양반에 관한 언급이 보태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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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1   

최재성 씨 마을 청년들 동원해달라고 한테 연락했더니 사람들이 : ‘○○○

자네 때문에 안 할라고 한다 고 이야기했어요’ . 자네들은 양반이라 하면 ‘
서 마을 일은 안도와주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러면 되나 하면서 사, ?’ 
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한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그때 이야기했더니 몇몇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마을에서 명 정도 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우8 . 

리한테 덕을 본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살 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일, , 

가들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은 잘 , 

없었어요.

인터뷰 4-2   

연구자 쌍암고택 분들이 마을에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상여도 안 메주: ( ) , 

고 그래서...

마을 주민 그렇지 그거는 맞아: . .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내가 양반. ‘
인데 그런 맘이 그렇지 말 그대로 두레라 해도 옛날 두레 같으면 돌아’ . , 

가면서 일하고 하잖아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지. .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은 있으니까 부릴 줄만 알지 어디 가서 돕는다든지 이제 그런 , ...

반발이 사이에 내 안 도와주는데 뭐 나도 먹을 만한데 나도 안 메 줘, , 

그런 그게 되지 그거지 단지 자기네들은 남의 상여 하나도 안 메는데... . . ,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메나 예전에 못 먹고 살았는 거 같으면 밥을 먹기 . 

위해서도 간단 말이야 다 먹고 살 만한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 . 

라.

최재성 씨는 당시 상여를 멜 때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   

마을 일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거, 

주자들을 양반으로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마을 주민과 이 . 

일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마을 주민은 최재성 씨가 마을 일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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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은 것은 당시 많은 청년이 마을에서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은 고택의 거주자. 

들이 마을 두레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두레에 속하지 않은 신분

이었다고 언급했다 마을 사람들은 최재성 씨의 불참을 그가 양반이라는 . 

지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 

응한 것이다 최재성 씨는 상여가 나가기 하루 전 사람들이 상여를 들. , 

어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는 주민한테서 아직도 우리가 머슴인 “
줄 아느냐 니는 왜 안 나오노 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고 한다 또” “ ” . 

한 최재성 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해준 , 

주민은 당시 고택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해라체 를 ‘ ’
쓰는 것도 이유라고 말해주었다 최재성 씨는 자신이 양반이어서가 아니. 

라 도시에 살면서 회사에 다녔으므로 시간을 낼 수 없었으며 마을 사람, 

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그는 윗세대들이 마을 일에 .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 모두 문제 삼지 않지만 주민들이 자신을 윗, 

세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인터뷰 4-3   

최재성 씨 마을 사람들이 너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지마는 니는 그라: ‘ , 

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 . ? ‘
어른들은 그렇게 우리하고 이래가 차별하고 살았지마는 니는 그카면 , ,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 . ‘ .’ ‘ ,’ 
가서 같이 일도 해요.

인터뷰를 통해 그가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면서 어른들과 달리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양반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의식을 .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 

서도 그는 생활 곳곳에서 어쩔 수 없이 몸에 배어있는 것을 깨달을 때‘ ’ 
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할머니가 예전에 주민들을 두고 우리 집 일꾼이. 

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늘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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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최재성 씨는 마을 . 

사람들도 거주자들을 어려워하고 거주자들도 알뜰하게 주변을 챙기지 , 

않는다고 말한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는 인식 속에서 역설적으로 과거. 

는 계속해서 상기된다 과거의 신분 차이를 거주자와 주민들 모두 인지. 

하고 있으며 친교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 거주자들은 과거의 관계 .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 

거 고택에서 제사를 지내면 일꾼의 부인들이 동원되었다 강계희 씨의 . 

시어머니삽개할매 는 년 이상 일가친척이 소유한 산에서 밭농사를 지( ) 15

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 일을 해준 주민들은 새참을 먹거. 

나 고택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종종 자식들을 함께 데려와서 먹었다 최. 

재성 씨는 그 때의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가 오늘날 쌍암고택의 일을 도

와준다고 하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

려주었다 거주자들은 일꾼들이 사라진 이후 과거에 고택에서 일했던 사. 

람들이나 외부인을 불러들여 최근 집안의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과거와 . 

같이 거주자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월급을 주는 

경상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을 맡기더라도 갈등이 발생한다 쌍암고택. 

에서 머슴을 했던 사람을 경상관리인으로 들였을 때 마을 사람 중 술을 , 

마시고 그에게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년 무렵 일가 사람. 2016

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 무. 

렵 최재성 씨도 귀농하여 일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집을 관리하고 농사

를 배워가던 참이었다 마을 주민이 일가 사람에게도 그 집 머슴이냐 고 . ‘ ’
하는 바람에 일가 사람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최재성 씨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쌍암. 

고택만의 일은 아니다 최재성 씨는 은퇴 후 귀촌하여 예술 활동을 하면. 

서 북애고택을 관리해주던 사람이 주민들에게서 머슴이냐는 이야기를 듣

고 일을 그만뒀다고 기억하고 있다 북애고택의 관리자가 소유한 문화 . 

자본은 이 마을에서 통용되지 않고 그의 역할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구, 

별 짓는 기준에 의해 과거의 신분 계급으로 간주된다 기준은 현재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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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관리하는가 이다 과거 집 안의 일꾼 중 일부는 여전히 동네에서 ’ .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거주자. . 

와 몇몇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관계가 유

지되고 있다 거주자들이 빌려준 땅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경. 

제적 계약의 의미만 남아 갈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택, 

을 드나들면서 관리하는 일을 과거의 기억을 투영하여 받아들인다 주민. 

들은 고택을 두고 과거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 

거주자들도 과거 양반으로서의 계급신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에 대  / , 

한 인식과 생활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인터뷰 4-4   

강계희 씨 우리 집 자체가 위에 커가지고 있으니 맨날 남을 시키던 집 : 

표본이 돼버렸어 딴 사람들은 시집와서 모르니까 우리 집 일을 해 주려. 

고 하는데 이 같은 사람이 자꾸 뭐라 하니까 못 와, .○○

최재성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 . 

희 집 일해주면 니도 우리 집 와서 일해달라는데 우리는 그게 또 잘 안 , 

돼요 나는 돼요 위에 세대들은 그게 안 돼요. . . 

강계희 씨 밭도 안 매봤고: .

최재성 씨 위에 세대들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올해도 나는 네 : . ○○

집에 가서 일하는데 어매가 속으로 자존심 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 . 

데 나는 또 를 시키고 씨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나도 해줘야 , ○○ ○○

하고 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머니께서 내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 , 

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왜 네에 가서 그카노 하면서 지금도 있. . . ○○

죠 문화적인 거예요, . 

최재성 씨는 주민들과 문화가 다르다 고 표현하고 강계희 씨는 주민  ‘ ’ , 

들과의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격이 다르다 고 표현한‘ ’
다 그러나 강계희 씨는 격이라는 표현을 확연히 신분을 의식하는 말로. ‘ ’
만 쓰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방식과 주제 말투 경험 정서 등에서 드, , , , 



- 105 -

러나는 괴리를 함축하는 단어로써 사용한다는 것을 부연하며 매우 조심

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가족의 문화는 과거와 연속된 공간에서 일상적인 . 

생활을 하면서 이어진다 거주자들의 생활에 각인된 아비투스는 고정된 . 

생활의 물리적인 장 인 고택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장 선명(Field) . 

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말투와 대화의 주제다 고택 사람들은 주민들과 . 

다른 말투를 쓴다 상대를 대하는 말투뿐만 아니라 호칭과 위계를 나누. 

는 방식도 다르다 최열 씨가 활동했던 양반계의 경우 뜻이 맞고 마음이 . 

맞으면 위아래로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로 지내며 교류했다 그러나 .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친분을 맺는다 마. 

을 회관에서의 식사 청소 등의 역할도 나이에 따라 분담한다 아들인 , . 

최재성 씨는 강계희 씨가 지금도 위계에 따라 말투와 호칭을 구분하는 

언어생활 양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마을 회

관의 암묵적인 원칙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거주자들은 기. 

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충돌하면서까지 마을 회관에 나가서 새로운 관

계를 맺기보다는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 습관과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선

택한다.

 

인터뷰 4-5   

최재성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니 동생 해요 그럼 어매는 거기서 진: . 

짜 언니 동생 하는 게 아직까지 어매한테는 불쾌할 수 있어요.

연구자 어떠세요: 

강계희 씨: 굉장히 불편한데. 들리는 이야기로 이 엄마를 보고 삽개, ○○

할머니는 한가 하고 하대를 했어 말도 차이를 두니께 이 할머니도 같‘ ’ . 

이 안 있을라 하고 거기를 나가면 서먹서먹하고 안 좋았는데 나는 요새, 

라도 가면 택호를 부르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택호가 없었거든 난 ... , . 

거기 가서 평등하려고 할머니 친정은 어디라요 물어봐서 어디서 왔다 , ‘ ’ 
하면 그럼 댁일세 하면 자기는 내가 저 웃대 자기 생활하는 건 모, ( ) ○○

르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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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속어를 섞어 대화하기도 하며 화투를   , 

치고 술을 마시거나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눈다 강계희 . 

씨는 주요 대화 주제인 농사 경험이 없고 화투를 칠 줄 모르며 집안일, , 

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마을 회관에 나갈 수 없다고 밝히며 

위계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지 않는 교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익숙지 않지만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 

노력한다는 말에서 오히려 계급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계희 씨는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최재성 , 

씨를 격 없이 대하는 주민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진다 최재성 씨는 . 

예절의 차이도 결국 강계희 씨와 최열 씨에게 양반으로서 배어있는 문화

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인터뷰는 강계희 씨와 최재성 씨의 생. 

각 차이를 드러낸다. 

인터뷰 4-6   

연구자 할머니 그분이 최재성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 .

강계희 씨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한 네 살 차인데도 한가 하지: , , ‘ ’ 
해야지 야도 나이가 이만치 됐으면은 야가 하소 를 하고 예 하면( ), , ‘ ’ ‘ ’ , 

그 사람도 자네 왔는가 이래야 하는데 아 아이 대접을 하니까( ) ‘ ?’ ( ) .

최재성 씨 니가 내가 이카면서 아 아이 같이 하니까 그게 어매한테 : ‘ , ’ ( ) , 

자존심이 상하는 거래요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극복하지 . . 

못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 

강계희 씨: 그거는 예절이야 고정관념보다도 우리네 예절. . 내가 하소 ‘ ’ 
해주면 그 사람이 한가 해주던지 아랫동생 취급을 하면 이 정도로 해‘ ’ , 

야 하는데 니 해라 으예라 하니까‘ , ’ .

최재성 씨 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매가 알고 있는 그런 예절: . 

이나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악의도 없을 수 있어요 문화적인 거. . , 

환경이나 살아온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 

야 해요 거기는 아무 예절이나 관계없이 행동하는데 격의 없이 이야기. , , 

하는데 내 어머니가 배웠는 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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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지 정상인데 이런 식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거래요, . , .

거주자들의 언어생활은 마을 주민들의 언어생활과 충돌한다 그 바탕  . 

에는 과거부터 쌓아온 습관과 기억 관계의 역사가 존재한다 마을은 거, . 

주자들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의 논리가 통용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거. 

주자들의 행동은 다른 맥락에서 읽히고 소위 양반질 이라는 오해를 받‘ ’
기도 한다 이는 주민들의 행동이 거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과 . 

마찬가지다 앞선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최재성 씨는 윗세대들을 이해. 

하고 마을 주민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 . 

신에게 배어있는 문화를 인지하고 있다 최재성 씨는 연구자와 주민들과. 

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도 ,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형 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말을 연구자‘ ’
에게 종종 했다 그뿐 아니라 최재성 씨의 작은아버지와 호형호제하는 . 

마을 주민이 최재성 씨에게 자신을 형 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족보가 꼬‘ ’ , 

인다고 자신이 난색을 보였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려주었다 고택의 . 

거주자들은 주민들의 관계 구조에 속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 

끌어들이지 않는다 강계희 씨는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아비투. · 

스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오늘날 거주자들의 실천이 유효한 장은 고. 

택 내부뿐이다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주로 대부분 시간을 집 안에서 . 

보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보. 

다는 주로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이나 일가친척과 교류한다 고택에 .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주자들의 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이 장에서 . 

유효한 논리를 모르는 방문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름의 

예의를 차리므로 거주자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자들. 

의 실천의 장으로서 고택은 그 의미를 강화해가며 마을과 상징적인 거리

를 유지한다. 

거주자들은 과거에 맺은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마을에서 취향을 공유하  

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강계희 씨는 다도 모임과 시 낭독 모임에 . 

함께 참여하는 마을 주민과 교류한다 강계희 씨는 그와 교류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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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할 때 격이 맞는다 고 이야기를 한다 최열 씨는 마을에서도 붓, ‘ ’ . 

글씨를 쓰는 사람들을 모아 서실을 만들고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 

교류한다 거주자들의 취향은 과거 양반이라는 신분 계급에서 비롯된 습. /

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분계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같은 취, /

향을 가지게 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큰 범주에서 이들의 폐쇄성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민들 역시 거주자들의 양반이라는 지위를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 

오늘날까지도 교류가 소원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갈등의 . 

요소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윗세대 거주자들의 인식과 행위의 . 

맥락을 이해하는 한편 최재성 씨 세대의 노력도 인식하고 있으며 더 이, 

상 양반이라는 것이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기. 

억과 경험을 돌이켜 생각나게 하는 사물이 있는 한 과거의 관계는 상징

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아래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주. . 

민들은 과거의 위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택이 문화재라는 인식과 ,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4-7   

주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류는 똑같아요1: .

주민 그 사람들은 머슴을 들이고 살았고2: .

주민 그 사람들이 교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해가 초등학교1: , 

부터 도시에서 공부하고 다 잘 되어있어 가지고... , 

주민 그런 사람들은 원래 있는 집이니까 우리들은 없이 살면서 그런 2: . 

집 밑에서 머슴 살면서 그랬으니.

주민 옛날이고 지금은 안 그렇지1: , .

주민 거주자들이 농사를 애는 쓰는데 못해 어떤 식으로 농사를 하2: ( ) , 

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많이 알켜주고. ...

주민 2: 문화재에서 사시는 분들하고는 이런 옛날 집은 최씨들이고 각, , 

성 가진 사람은 그냥 딴 사람이고 아무래도 교류가 별로 없어요 자기... . 

네끼리만 교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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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류가 없는 게 고택이랑도 관계가 있을까요: ?

주민 1: 저 집에서도 옛날에 그 문화재 때문에 그렇제, 동네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아들도 내가 그랬. 

지 자꾸 밖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류 하라고 자꾸 소개를 시켜주고 ... ( ) , 

내가 자꾸 불러내고 어울리고 그래 하라고 자꾸 하는데 이 사람도 원체 , 

바빠 놔서... .

주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안일이 우선이라 옛날부터 양반들이니까2: , . 

주민 자기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옛날 그거 했는 거를 1: , 

자꾸 없애고 동네하고 교류를 할라꼬 많이 노력하고 있지예 최엽이도 . 

인제 교류를 할라고 자꾸 적극적으로 하고 기운 많이 쓰고 있어예, . 

연구자 마을 분들은 고택 분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

주민 여기서 보면 최씨 장씨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1: , , 

살고 그리고 외지에서 각성바지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그 집에 가서 . ,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양

반과 쌍놈맹구로 그런 인식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보면 최씨들 보면 좀 , 

인식이 그런 게 있어 지금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 . , , 

고 서로, . 

주민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고 그 밑에 며느리하고 아2: . , , 

들이니까.

고택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친교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최재성 씨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 

최재성 씨는 마을보다는 그 너머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는 면사무소에. 

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년 마을 밖에서 농업체험. , 2015

교육을 하며 만난 농민들과 교류한다 그들은 최재성 씨가 고택에 사는 . 

것을 양반과 결부 지어 이해하기보다 일종의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인식한다95) 이들 사이에는 역사적 관계와 기억이 없으므로 . 

95) 이들은 농업공동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의 농산물을 싸게 파는 팜 ‘
파티 를 연다 최재성 씨는 농산물을 팔 때도 있으나 주로 고택 체(Farm Party)’ . 
험을 하는 농민으로 소개되고 팜파티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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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씨의 행동은 고택의 내력과 결부되어 이해되지 않는다.  

거주자들은 시간이 흘러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으  , 

로 장을 넘어가 상황에 적응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거주자들이 고택에 . 

머물면서 과거는 계속 떠오르고 되풀이된다 고택은 흘러가는 시간과 고. 

정된 기억이 경합하는 공간이다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벌어지

는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적응하려는 주민들과 거주자들의 노력은 겹쳐

진다 동시에 과거에 머무른 기억도 지금껏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의 소. 

원함은 고택의 담을 두고 이어진다 고택은 주민들과 거주자들의 실질적. 

인 교류를 가로막으며 관계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오래된 구조, 

를 유지하게 한다.

 

뒤틀리는 관계(2) 

거주자들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고택 주변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며 . 

제도는 고택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까지 규제한다 고택의 가치는 문화재. 

로 고정되고 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전통적인 문화의 범주에 주민들과, 

의 관계의 역사는 새로운 형태로 포함된다 주민들의 생활이 제도를 통. 

해 다시 고택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거주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새로

운 맥락을 가진다 즉 과거의 구조가 제도로 인해 상징적으로 다시 유효. 

해지면서 관계의 맥락에 반영된다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고택이 상징. 

하는 삶의 내력을 공인하고 주민들은 과거의 기억과 관계를 투영하여 , 

제도에 반응하는 까닭이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주민과 거주자 사이의 새. 

로운 국면은 여전히 작용하는 과거의 문화적 범주와 오늘날 행위자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Sahlins 1981, 2004[1985]: 207). 

주민들은 과거 최상학 씨가 살아있고 신한철 씨가 주부였던 때보다도   

먼 과거부터 있어왔던 주민들과 거주자들의 관계의 내력을 비추어 고택

을 인식한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복잡한 형태. 

로 드러난다 제도는 주민들을 제재하고 주민들은 고택을 다시 제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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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로 받아들이며 지금의 거주자들에게까지 과거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주민들은 제도와 전통의 상징인 고택의 의미를 비틀어 거주자. 

들과의 관계의 내력을 무화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터뷰 4-8   

문화재반대추진위원회 회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상 이층: 7m , 

집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제한 구역이 안에는 완전히 기와 . 100m 

식으로 한옥식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어요 안에는 집을 , , 200m 

지을 때 지붕을 지으면서도 한옥으로 내부 시설은 양식으로 할 수 있, 

고 밖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사는 데는 불편 없지만 지, 500m ... 

을 때 한옥으로 지어야 해요 근데 엄청 비싸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도 않아요 사유재산인데. . 

해평리 주민들의 집은 대부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에 포함  1, 2

된다 그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엄격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 

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주민들의 생활을 강제. 

하면서 문화재 제도는 집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와 경합한다 위의 인터. 

뷰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드러난다 주민들은 고택에 어울리는 주변 경관. 

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을 . 

사람들은 년 년 무렵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문화재반2010 ~2011 . , 

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청과 문화재청 앞에서 집단행동을 했다 위. 

원회장은 공영방송에 출연하여 제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문화. 

재청에서 열린 주택 신축 심의에 관한 회의에서 주택 신축은 조건부로 

허가되었다96) 당시 마을 주민들은 쌍암고택의 거주자들과 북애고택 소. 

96) 년 차 민속분과 회의에서 고택 주변에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문화재 2010 7
청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는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구조에 대한 정보와 현. , 
지 조사 의견 구미시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 회의록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쌍암고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미시의 의견과 현지 . 
조사 결과 지붕을 주변 경관에 맞추어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수합되어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결되었다 년 차 민속분과 회의 회의록 문화재청(2010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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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집단행

동을 했다 주민들은 거주자들과 토지 소작 관계를 계약관계로 한정 짓. 

고 거주자들과의 관계보다 경제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더욱 크게 , 

반응했다 인터뷰 에서 보았듯 주민들은 거주자들이 양반임을 의식하. 4-7

는 동시에 문화재에 사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고택을 곧 문화재로 부르‘ ’ . 

며 주민들은 고택을 제도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주민들이 드러내는 제. 

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응은 고택에 투영되어 거주자들과의 기존 관

계에 영향을 끼친다.

고택이 제도적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고택에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는 문화재로서의 의미 또한 폄하된다 주민들은 . 

문화재 제도의 규제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편

을 겪기도 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는 불편함이 국가의 문화재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불만을 고택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출했다 주민들은 고택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깎. 

아내리면서 전통을 표상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역사를 투. 

영하는 고택에 문화재 제도 라는 상징이 겹쳐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 ) . 

식은 지역 문화원에서 주최한 도시관광프로그램에서 관광버스가 쌍암고

택을 방문하던 때 주민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당시 매일 외부 사람들이 . 

관광버스를 타고 마을을 드나들었다. 

인터뷰 4-9   

마을 주민 그 집 고택 에 대해서는 그런 게 불만이 있을 게 없잖아 거: ( ) ( ) . 

기도 어쩔 수 없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 또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니까 이래 좀 하자 저래 좀 하자 할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 

단지 그런 거 같으면 주차장도 해놓고 그냥 길 한쪽에 세워놓고 그러니, 

까 할라 하면 제대로 하지 그거지 고택을 보존하려면 제대로 해줬으면, ... . 

주차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지, 문화재는 문화

재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주변에 덕은 안 뵈고 말 그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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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제재만 하고 이러면 그게 뭐 문화재야. 

주민들이 권리를 제재하는 제도를 부정하면서 고택이 담지하는 전통  , 

도 부정된다 고택에는 주민들과 거주자 관계의 내력이 또한 겹쳐진다. . 

주민들은 고택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폄하하여 고택을 더는 유효하지 

않은 위계의 상징물로 깎아내려 오늘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다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제도와 전통 역사적인 관계는 고택에서 겹. , 

쳐지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담을 잇는 사람들 집단과 개인의 꿈  2) : 

전주 최씨 일가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고택에 관해 두 가지 태도를   

가진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고택이 있어서 권리가 침해된다고 여. 

기며 거주자들의 신분계급을 의식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 /

주민들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재가 마을에 있어서 자랑스러우며 마을의 . 

품격과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다 후자는 대부분 전주 최씨 . 

일가 사람들이다 이에 더하여 고택은 고택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 

가지는 새로운 주민들을 마을로 불러들인다 마을로 이사한 새로운 주민. 

들에게는 고택을 보고 떠올릴만한 거주자들과의 주관적인 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 새로운 주민들에게 고택은 마을에 제도를 끌어들이는 대상이. 

자 전통의 표상이다 이들은 고택에 기존의 주민들과 다른 전통적인 이. 

미지와 상징을 투영하고 이를 개인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국가는 고택의 시각적인 위상과 내력에 가치를 부여하여 전통의 표상  

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미디어와 문화재 제도 안에서 유지되면서 공, 

동체의 공통 기억을 구성한다 공적인 재현을 통해 부여되는 이미지는 . 

개인에게 전통의 상을 제시하지만 개인은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 

로 나름의 상을 가지게 된다 공적인 재현은 사적인 기억과 얽히며 다시 . 

전통을 구성한다 고택은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구. 

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을 제재하는 장인 한편 상품 맥락, 

을 벗어나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사물이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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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택은 개인이 품은 향수를 구체화한다 향수를 품은 이들에게 고. . 

택은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가치를 가진 공간이 된다 새로운 주민들은 . 

국가가 제시하는 표상과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자신들의 경험·

기억을 반영하여 고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국가가 사회적 흐름을 . 

고정하여 공동체의 꿈을 만들고자 이용하는 고택은 오히려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된다 국가가 선택한 전통은 개인의 경험 기억 및 상. , 

상에 침투하고 주민들은 이를 내면화하여 받아들이며 각자의 전통을 구, 

현한다 각자의 전통은 서로 겹쳐지고 침투하며 다시 나름의 전통으로 . 

이어진다.  

해평리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이 어려워 다른 지역보다 땅의 경제적 가  

치가 떨어진다 기존의 주민들은 앞서 언급했듯 문화재로 인해 다른 지. 

역보다 땅값이 싸서 외부인들이 유입된다고 생각하지만 주거지를 선택, 

할 때 외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경제적 가치만은 아니

다 주민들은 살 곳을 선택하기 위해 마을의 분위기와 정서를 비롯하여 .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해평리의 새로운 주민들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을 집의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반비례, 

하는 고택 주변 지역의 상품 가치를 역으로 고려한다. 

인터뷰 4-10   

김영미 씨 저희도 사실 집 짓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처음엔 층을 짓고 : . 2

싶었는데 층을 못 올리는 데라서 층만 올려야 하는데 들어왔어요 조...2 1 . 

용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내가 살 집 근처에 저런 게 있다는 게 신, 

기하고 좋더라고요.

연구자 이사 오시는 데 영향을 끼쳤나요: ? 

김영미 씨 가부간에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집 둘러볼 때 고택이 마: . ( ) 

음에 들었어요 저희 집터도 고택 지은 둘째 자제분이 사시던 집터라고 . 

하더라고요 일가 자제분들이 공부 잘하시고 그래서 땅의 기운이 좋은 . ,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영향받아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 

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네 한가운데 저런 게 있는 게 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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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집보러다녔는데 이런 곳이 없었어요 트여있고 널찍널찍하고 조... ....

용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고택이 있는 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 계시는 어른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

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 제한도 많이 돼 있. 

었고 사실 촌에 살면서 바로 길 건너는 공단 때문에 보상받고 많이 개, 

발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택이 마을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

요...사실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예요...이쪽은 고택이 

있으니까 저렇게 크게 공단이라던가 가까이 뭐가 들어오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돼봤자 주택단지 그런데 고택이 있기 때. , 

문에 조용한 주택단지가 되겠구나 조용하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 , 동네 

자체가 조용하기도 했고요 어른들은 고택이 방해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 

는데 저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여기 들어오게 된 큰 계기가 , 

된 것 같아요.

년 월에 이사 온 김영미 씨는 문화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을이   2018 2

개발되지 못하고 전원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김영미 . 

씨 가족은 경험해 볼 요량이 아니라 이곳에 살기 위해 집을 지었다 마. 

을이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제도로 규제가 많다는 점은 오히려 김영미 

씨가 이사를 결심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는 집을 고칠 수 없으. 

며 각종 개발이 제약되는 마을의 상황이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고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전통적인 경관. 

과 도시와 대비되는 분위기 교육적인 효과와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독, 

특한 생활은 김영미 씨에게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 

조현진 씨는 어릴 때 잠시 고택에 살았던 기억이 있으며 고택에 대해   , 

가지고 있던 향수 를 재현하고 싶어서 고택 근처로 이사(Appadurai 1996)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을 경제적 가치보다 우위에 . 

두고 고택이 있는 풍경을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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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11   

조현진 씨 초가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초가에 대한 낭만이나 꿈 : ... .

같은 거 애틋한 정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겠, 

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항상 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아파... , , 

트 안 살 거야 했던 그 꿈을 좀 실현하고자 했어요.

내가 넘겨다보니까 초가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없잖아 초가집... . . 

이 그래서 더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집 고택 우리는 알잖아 옛. , , , . 

날에는 연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하장에 보면 꼭 요 집 같은 형태에 . 

아이들이 바지저고리 입고 팽이치고 또 그러고 뿔릴리 뿔릴리 하면서 , 

소 타고 그런 낭만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집 고택 이 집을 하게 ,.. ... ( ), 

된 건 아까 초가집 정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고택의 담장 고택 그게 , , , 

너무 좋아서 옛날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더라고 그래서 두 말도 , . 

없이 이 집으로 하자 이래서 여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택의 영향이 , . 

좀 많이 컸어요.

조현진 씨가 공간에 투영하는 꿈은 개인적인 향수지만 그러한 정서는   , 

선험적이며 집단으로 형성된 과거의 표상에서 비롯된다 그는 초가집. , 

담장과 같이 전통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들도 전통

으로서 공유한다고 전제하며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에 대한 이미지를 쌍암고택과 그 담이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집, 

에서 내다보이는 고택을 전통적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낭만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주민들은 고정된 전통의 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국. 

가의 작업을 각자의 경험 기억 및 상상을 통해 받아들이고 전통은 개, , 

인의 정서가 투영된 꿈과 집단적인 꿈을 잇는 지점에서 새롭게 이어진

다 담장은 고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고택을 보호하고 공간을 . 

구분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에 더하여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통에 

대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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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 혹은 주인 거주자 관리자2. : -

협력하는 관계 일꾼이 되는 관리자들 1) : 

과거를 담고 있는 건물은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존중된다 낡  . 

은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은 그 건물이 존중의 대상 곧 전통을 상, 

징한다는 의미에서 지속된다 쌍암고택이 문화재로 (Shils 1992[1981]: 96). 

지정되고 공적인 대상이 되면서 거주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고택. 

의 관리는 제도에 근거를 두고 외부인들이 대신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 

전통의 표상이자 감상의 대상인 고택의 외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건물은 . 

복구되고 재건되더라도 고유한 양식과 유형성을 담고 있는 한 원래의 , 

것으로 인식된다 전통은 고택의 물질적 측면을 통해 유지된다 수리 및 . . 

복원 과정에서 고택에 적용된 기술과 양식 이념 또한 전통의 일부분이, 

며 따라서 관리자들이 고택에서 하는 작업은 (Shils 1992[1981]: 106~108), 

전통을 잇고자 하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형이 유지되. 

므로 거주자들은 고택에서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 

고택은 국가가 제시하는 전통뿐 아니라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목적  

물이며 고택의 물질성을 통해 이들의 전통에 대한 (Shils 1992[1981]: 119), 

인식과 행위는 정교해진다 서로 유지하고자 하는 (Shils 1992[1981]: 121). 

전통의 층위는 다르지만 고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 

고택 관리자들과 거주자들은 일종의 협력관계를 맺는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관리자들은 문화재 예방관리를 표방하면서도 관  , 

람객이나 탐방객의 관람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

고자 한다 이들은 년에 대여섯 차례 고택을 찾아 변화 추이에 대한 . 1 , 

모니터링과 건축물의 수리 관리 · 외에도 제초작업부터 뒷마당과 대청마

루의 짐 정리 및 청소를 해주며 개털을 깎아주기도 한다 앞서 거주자, . 

들이 일꾼들과 함께 살았던 당시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

다 관리자들이 과거 고택의 일꾼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서 거주자들. , 

은 제도를 이용하여 고택의 외형과 일꾼들이 존재했을 때의 생활을 유지

한다 문화재라는 지위는 고택을 전통으로 받아들여 존중하게 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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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곳에서 생활해 온 거주자들의 내력 또한 고택과 동일시되며 존, 

중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과거 거주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던 고택이 문. 

화재로 지정되면서 거주자들은 문화재 제도에 기대어 오늘날 자신들의 , 

필요를 충족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주  ·

체를 소유자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97). 실제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수리와 대규모의 공사는 

관리자들이 하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 고택을 관리

한다. 이는 북애고택과 비교했을 때 뚜렷이 드러난다 길을 두고 쌍암고 . 

택과 마주 보고 있는 북애고택은 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1982 . 

북애고택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자들은 북애고택이 쌍암고택보다 구조나 재료의 변경이 적으며 지어진 , 

때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생활하면서 . 

냉·난방을 하며 고택의 온도와 습기를 관리한다 또한 고택을 훼손하는 . 

흰개미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고 고택의 틀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고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재성 씨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곳. 

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주. 

자가 살고 있는 고택의 경우 거주자가 훼손에 대비할 수 있고 상황을 , 

주시하여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재. 

성 씨는 고택을 관리하고 국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문화재의 내

력을 이어간다 따라서 관리자와 거주자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맺으며 . 

건물의 전통적인 외양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관리자가 부여하는 전. 

통과 거주자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집안의 전통은 고택이라는 동일한 대

상에 겹쳐지며 국가를 대리하는 돌봄사업단의 관리인들은 일꾼이 된다, .  

97) 문화재보호법  제 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참고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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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전통들 주인이 되는 관리자들  2) : 

그러나 관리자들과 거주자들은 서로 다른 층위의 전통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실즈는 과거가 위, . 

대하고 감상할만한 것이 되어야 전통이 된다고 보았다, (Shils 1992[1981]: 

거주자들에게 고택은 실질적인 생활공간이지만 관리자들에게 고택96). , 

은 문화재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전통을 미래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심미

적 가치를 지녀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 

은 실용적 가치보다 우선하며 관리자들은 고택을 감상의 공간으로 인식, 

한다 따라서 관리자들과 거주자들의 행위(Shils 1992[1981]: 96, 99~100). 

는 고택 안에서 충돌한다 는 그리스. Michael Herzfeld 의 레티몬(rethemn)

지역에서 과거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와 실천이 오늘날 그곳에 사

는 사람들의 현실과 충돌할 때 사람들의 대응 양상에 주목한다(Herzfeld 

그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적인 지침이 명확하게 여겨지더라1993). 

도 실제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규. 

제에 실용적으로 대응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국. 

가가 지시하는 대로 보존 원칙을 고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 

만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기념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사람들. 

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 

공간에 역사적인 명칭을 부여하여 이를 유지하려는 작용을 순순히 받아

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역사성을 띠는 물질적 대상에도 다양한 의미가 .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고대 양식으로 지어진 . 벽난로를 유

물이기보다는 사적인 기억이 있는 장소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고택의 거주자들은 제도의 안팎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원형  

성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규제와 충돌한다 거주. 

자들은 제도에 대해 가장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재성 씨는 문화재. 

로서 고택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도를 이용하여 주거공간을 , 

관리한다 앞서 고택의 보수와 경상 관리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받으. 

며 수리 인력과 경상 관리 인력 역시 전적으로 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 

밝혔다 따라서 제도는 거주자들의 일상에 더욱 강력히 작용한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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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를 이용해 고택을 관리하는 한편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이들만

의 삶의 방식을 이어오며 고택의 내력을 만든다 고택은 이들의 오래된 . 

삶의 양식이 존재하는 친숙한 삶의 공간이다 삶은 제도에 우선한다. . 

거주자들의 생활이 제도에 따른 규제를 벗어날 때 규제는 거주자들의   , 

생활을 제재한다 고택에 사는 거주자들의 일상은 문화재로서 고택에 부. 

여되는 가치에 의해 부정된다 년 음력 월 일 설날 친족들이 모. 2018 1 1 , 

여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려는데 안채 기단에서 물이 샜다 일간 이어질 . 4

연휴에 물을 못 쓰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음력 정월 초이튿날 찬방부엌( ) 

쪽 축대를 뜯으니 주물관부터 주물관을 이는 관까지 모두 녹슬고 불어있

었다 관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 했지만 최재성 씨는 임시로 녹을 긁어. , 

내고 고무로 싸둔 후 문화재돌봄사업단에 알렸다 사업단은 시청에 알렸. 

으며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재성 씨는 시청직원에게서 경위서를 쓰라는 , 

연락을 받았다. 

인터뷰 4-12   

최재성 씨 뜨락기단 에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경위서 쓰세요: ( ) . “ ” 
이랬어요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전후 사정도 이야기 안 하고 . .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월 초하룻날 물이 새 가지고 손님도 계. , 

속 오고 일단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흘씩 나흘씩 물 새는데 그, ...

럼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고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위지 경위서를 , 

쓰라는 게 말이 되냐고 시청에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장한...

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아서 아주 불쾌하다 그랬더니 두 사‘ ’ 
람이 와서 보더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그랬어요 이러‘ ’, ‘ ’ 
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직원이 이 집안에는 전부 . ... “
문화재 시설이에요 다 허락받아야 합니다 모르셨어요 이래요 한 세 . , ?” . 

번은 싸웠어요 제가 다 조례대로 하는 사람 있습디까 그랬어요 지. ‘ ?’ . “
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당신들은 ” . “
다 법도를 안 지키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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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씨는 생활을 외면하고 법적인 절차와 타당성만을 따지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불쾌함을 드러냈다 쌍암고택에서는 설날 아침 . 

사당에서 대 명의 차례를 지내며 여 명의 사람이 설날 당일에 세배4 8 , 40

하고 음복을 한다 그 이후 일 만에 돌아오는 최열 씨의 생일을 함께 . 5

기념하기 때문에 설날 연휴에는 고택에 친족들이 가장 많이 오며 손님, 

들도 며칠씩 드나든다 따라서 설날은 가족에게 가장 큰 행사이며 가족. , 

의 전통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명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성 씨는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따라 내부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최재성 씨는 부엌의 물을 쓰기 위해 축대의 . 

돌을 들어내고 임시로 수도관을 정비했다 이는 가족들에게는 위급했던 . 

순간이지만 문화재 관리자들에게는 문화재를 임의로 훼손한 사건일 뿐, 

이다.  

거주자들은 집을 마음대로 수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생활의 불편  , 

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고택에 변형을 가하는 . 

경우 문화재가 지정 해제될 수도 있으며 문화재 훼손으로 벌금을 물거, 

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98)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소유자가 수리를 . 

할 수 있는 경상 관리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99)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이를 정확히 대입하기란 쉽지 않다, . 

거주자들은 생활하면서 때때로 주거공간에 변형을 일으키고 고택에 삶, 

의 흔적으로서 흠집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내밀한 삶의 영역에도 관. 

리의 영향이 미치며 거주자들의 일상도 공적 영역에 포함되어 제약된, 

다 이때 고택의 거주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문화재인 고택의 일부로 위. 

치하며 주인의 역할은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고택과 그곳에서 이루, . 

어지는 생활에 전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제도를 적용하는 주체로서 거주, 

자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생활에 부여된 제약과 관리를 의식하며 살아

간다 관리자들이 거주자의 생활을 용인하는 지점에는 갈등이 잠재되어 . 

있다 안채에 시멘트를 덧대어 지은 화장실이나 지금은 입식 부엌으로 . , 

98) 문화재보호법  제 조 신고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 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40 ( ), 101 (
죄 참고)  .

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참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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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 찬방의 외벽에 보온을 위해 덧댄 스티로폼은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관리자들은 원칙을 따르면 거주자들의 .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외벽의 스티로폼은 전통적인 . 

재료로 가릴 수도 없다 관리의 원칙이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전통. 

적인 소재라 하더라도 원래 없던 것을 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실. 

을 고려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은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으며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거주자들은 전통을 , . 

유지하는 조력자이자 변형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간주된다 국가가 부. 

여한 역할을 실천하는 사업단과 담당 공무원은 거주자들과 협력관계이지

만 이들이 고택을 전통의 표상으로 고정하면서 거주자들의 생활을 강제, 

할 때 주인의 위치로 올라서며 거주자들과 부딪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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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생활의 얽힘 거주자 방문객3. : -

마을을 넘어서는 고택1) 

사물은 교환이 통제될 때 사회 정치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 . 

사물의 흐름이 통제되면 사물은 원래 놓여있던 문화적 환경을 이탈하면

서 변형된다 이때  변형은 기존의 체제를 재생산(Appadurai 1996[1986]).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택은 이제 마을에서 과거와 같은 . 

역할을 하지 않는다 쌍암고택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제도로 관리하는 . 

대상이 되었고 오늘날 경제구조가 변하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던 기존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주변 지역까지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즉 쌍암고택은 .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르지 않도록 제도가 변화를 강제하고 활동을 제약

하여 고정하는 공간이다 최재성 씨는 쌍암고택을 미디어에 노출하여 가. 

족의 전통을 공중에 드러낸다 한편 고택체험을 시작하면서 고택을 감상. 

의 대상이 아닌 체험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쌍암고택을 지역사회 너머 , 

더 큰 사회로 개방하고자 한다 최재성 씨는 고택체험을 경제적 이익을 . 

추구하는 사업이기보다 고택을 활용하여 가족의 전통을 외부에 내보이, 

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족들은 고택을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 

년 강계희 씨와 최재성 씨의 누나는 경상북도 여성교육개발원 종가 2014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고택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 

위해 경북 종가 종부들이 모여 전통 기술과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배우

고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형성했다 실제로 강계희 씨의 , . 

촌 최재성 씨 다섯째 숙모의 친정 처가의 친척 등 고택을 가지고 있5 , , 

는 일가친척들은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와 국가의 . 

지원 안에서 고택체험이 고택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것

이다 고택 체험은 숙박을 통한 물질적 공간의 경험뿐 아니라 그곳에서. 

의 생활과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을 체험해보는 형태로 구성된다 최재성 . 

씨의 누나는 전통으로 인지되는 여러 가지 체험을 준비했고 최재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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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험객을 염두에 둔 공사를 진행했다 년 문화재청에서 고택 체. 2015

험을 위한 수리가 승인되고 나서 문화재청과 시청 도청을 통해 보조금, 

을 지원받아 바깥채들의 내부를 현대식으로 고쳤다 최재성 씨는 부족한 . 

예산을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보수 경비로 해결하였다 고택 . 

체험을 준비하면서 고택 체험과 보존을 위한 공사는 구분되지 않고 이루

어진다 최재성 씨는 고택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의 범위 안. , 

에서 내부만을 수리했다 그는 광채를 체험객들을 위한 현대식 화장실로 . 

수리하여 안에 샤워부스와 세면대 양변기를 놓았다 동시에 사랑채 내, . 

부 구들을 수리하고 도배를 하는 등 현대식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

활하기 편하도록 내부 시설을 고쳤다 실질적으로 고택 체험은 허용되는 . 

한도에서 건물에 변화를 주어 외부인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방문객들과 , 

관람객들의 힘을 빌려 국가와 가족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시도인 셈이

다.

고택의 역할 전환은 문화재 혹은 전통을 담지하는 건물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제도의 지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택체험은 행정부처 광역 . ,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문화관광정책으로서 지원받은 사업이었

다 고택체험은 민족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방안의 . 

하나로 간주된다 제도는 고택을 고정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 

한편 문화재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논리를 끌어들이고, 

최재성 씨를 비롯한 고택 소유자들은 이에 호응한다 고택 체험에 대한 . 

제도적 지원은 문화재가 되면서 거주자들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강제와 

억압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된다 일상적 주거공간이자 지역사회에서 일. 

터를 제공하던 고택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는 문화재가 되면서 전통의 ·

표상으로 변화하고 체험의 공간으로 또 한 번 변화한다 고택이 체험의 , .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문화재이며 과거 

접빈객의 경험과 풍습이 존재했다는 기존의 맥락이 존재한다 고택의 새. 

로운 역할은 기존에 고택이 표상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방문객. 

을 의식하여 고택의 외관이 더욱 잘 관리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

에서도 고택체험은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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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흐름은 정체됐지만 체험과 관람의 형태로 경제적 교환이 활성화되며 , 

사회적 흐름은 우회한다.  

그러나 고택 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고택 체험의 의미가 약화된다 최재성 씨는 국가와 별개로 고택을 임의. 

로 수리하고 원형을 훼손하여 손님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렇게, ‘
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는 태도를 취한다’ .  

인터뷰 4-13   

최재성 씨 문화재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 . 

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솔직히 집 있는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큰 돈. 

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집을 고치. ...

고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개조를 하면 그만큼 가치가 없어져요 내가 살... , ...

면서 생각이 드는 게 세월에 따라서 잘 맞춰가지고 사는 것도 한가지 , 

사는 방식이지만 잊혀지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한가지 방식이라고 , 

생각해요 특이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바꾸려면 참말로 진짜 . 

문화재로 지정 안 되고 큰 집을 지어서 해버리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겠지요.

어디까지나 고택체험은 국가의 지원과 허용 안에서 가족의 전통을 잇  

고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최재성 씨는 . 

집을 오롯이 경제적으로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거부감을 느낀다 고택 . 

체험은 최재성 씨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고택체험은 , 

가족의 전통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체험과 생활의 괴리 2) 

쌍암고택에는 외부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든다 거주자들과 쌍암고택에  . 

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가족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집안에 객

식구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외부인들에 대한 최열 강계희 씨. , 

와 아들인 최재성 씨의 생각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최열 씨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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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 씨는 과거에 드나들던 손님들과 오늘날의 방문객들을 다르지 않게 

생각하며 이들을 안채로 청하여 차와 음식을 대접하고는 한다 최재성 , . 

씨 또한 이들을 보면서 한 해에 절반 이상 외부인들이 집을 드나들고, 

그들의 식사를 차려주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한 기억에 더하여 최재. 

성 씨는 오늘날 고택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문화재 관람객으로 인식하며, 

고택체험을 운영하면서 고택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사람들은 체험객으

로 인식한다. 

인터뷰 4-14   

연구자 그냥 기웃기웃하는 사람도 객인가요: ?

강계희 씨 객이지 일단 요새는 우리 집에 와서 조석 먹고 그러면 객으: ...

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 접빈을 대접을 하고, 할아버지가 점심 먹을 ...

때 되면 관광객이 오잖아 오면 그 사람하고 우리는 관계없잖아 그냥 . . 

가도 되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수저를 갖다. 

놔 놓고 오이소 하면 참말로 반찬이 좀 없으면 내가 이러면 툭 치면. ... , ( ) 

할아버지가 몰라 못 알아들어( ) , . 

최열 씨 먹고 가라 이러는 건 되지만 우리 밥 먹는데 여기 와서 먹지 : , 

말고 가라고는 못 하잖아.

강계희 씨 최열 씨가 우리 밥 먹읍시다 이러면 내가 숟가락을 놓으: ( ) ‘ ’ 
면서 적극성을 띄우지 반찬 있고 밥 있으면 고마 잡수이소 물김치도 . , , 

있고 이래가지고 밥 반찬 괜찮으면 고마, , .

강계희 씨는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최열 씨가 손님을 안으로 청하  ‘ ’ 
면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으레 손님들의 식사는 챙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 시집왔을 때부터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던 . 

마을 일꾼들의 새참과 점심을 챙기던 것이 강계희 씨의 역할이었다 연. 

구자가 있을 때 강계희 씨는 방문객에게 가족들이 먹던 일상적인 식단에 

수저와 밥을 보태어 손님들을 대접했다 밥이 없을 때는 라면을 끓여주. 

기도 했다 강계희 씨는 새로 음식을 하면 부담스럽지만 먹던 대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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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손님들에게 늘 덧붙였다 강계희 . 

씨는 방문객들을 과거 접빈객의 예를 염두에 두고 대한다 다도를 배웠. 

기 때문에 집에는 각종 차가 많았으며 커피믹스 주전부리를 위한 과자, , 

와 과일 떡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강계희 씨와 최열 씨는 여름에는 주, . 

로 대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겨울에는 안방과 웃방에서 손님들을 맞, 

이한다 거주자들과 차와 다과를 나누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하면서 방. , 

문객들은 시간을 보낸다 방문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 

것은 강계희 씨와 최열 씨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적인 활동으로 과, 

거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내력을 이어가는 실천이다. 

과거 고택에 찾아온 손님들은 다양했다 먼 일가친척부터 강계희 씨의   . 

친척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최재성 씨의 외가 친척인 강계희 씨의 친척. 

이 오는 일은 드물어서 한번 온다고 하면 근방의 전주 최씨 일가가 모, 

여서 손님은 불어났고 몇 날 며칠씩 모였다고 한다 친척의 방문은 가, . 

족 모임인 한편 지역 양반들의 교류 기회가 된다 최열 씨는 일가친척이 . 

오면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과 관련 없는 사람이 오면 자기 마음, ‘
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누고 때로는 혼담이 오가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이 ’ . 

외에도 마을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점쟁이나 그릇 장수 방물장수 , 

등이 쌍암고택을 일종의 근거지로 삼고 여러 날을 머물기도 했다 고택. 

에 들어온 손님들은 거주자들에게 마을 밖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 

요즘의 방문객들은 과거 고택의 객식구들처럼 이 집에 머물면서 경제적

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보나 혼담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의 모습, . 

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에게 관심을 가

지고 고택에 방문한다 즉 고택은 방문하고 체험하는 대상으로 인식된. 

다 고택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고택을 상품의 범주에서 이해한다 쌍. . 

암고택에는 여 년이 넘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담겨있고 거260 , 

기에 문화재라는 특이한 내력이 더해진다 고택의 역사와 문화재라는 지. 

위는 고택을 진정성이 있는 상품으로 만들며 가치를 더한다 쌍암고택, . 

의 내력은 방문객들에게 신화를 생성하며 방문객들을 대문 안으로 이끈, 

다 이들은 고택이 문화재라는 지식과 함께 에서 비추어진 거주자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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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보고 고택을 전통의 표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최열 씨. , 

강계희 씨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주자들 또한 전통을 고수하는 

상징적인 인물들로 이해한다 방문객들은 거주자들을 일상에서 전통을 . 

실천하는 사람들로 이해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재 혹은 전통, 

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관람객들은 고택에 사는 거주자들을 고. 

택과 동일시한다. 

인터뷰 4-15   

연구자 고택에 어떤 기대를 했나요 막연하게라도: , ? 

관람객 고택에 대한 아름다움 고택이라는 것은 일반 집들과 전혀 달1: . 

라요 생김새나 특유의 건축양식도 있고 고택이라면 일단 아주 높은 지. , 

위의 사람들이 누리고 산 흔적이에요 보통 양반집이나 그중에서도 아주 . 

장손 집이나 벼슬을 했거나 일단 고택은 벼슬한 사람들의 자취이지 않, . 

나요 서민들이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경의 대상이죠 일. . . 

반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없는. 

연구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 ? 

관람객 그렇지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니 낡았1: . . , 

니 해도 아무나 그런 것을 받고 그럴 수 있나요. 

연구자 집이 이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까요: ? 

관람객 미치지요 그 집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상대적으1: . 

로 자기들은 우위에 있고 밑에 서민들이 그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니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워낙 재산이 많으니 그 시절에는 생. , 

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 집이 그 동네의 거의 마음의 지주 같은 역할, 

을 하는 것이거든요 좋든 나쁘든 우리가 토지 같은 것 보고 혼불. . ‘ ’ , ‘ ’ 
같은 거 보면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그 마을의 구심점이에요 고택이. . . 

말하자면 사는 사람들과 집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닮아가... . 

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집도 사람을 닮아가고 멋 부려서 말하자, . , 

면 심성이 집과 같네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집이 소박하면 사람도 소‘ ’ . 

박하고 집이 웅장하면 사람들도 권위적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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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시대에도 고택에서 수십 년간 산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 : 

같으세요? 

관람객 알게 모르게 아무리 민주 시대라고 라해도 일종의 선민의식1: ,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방문객들은 고택에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상상한  

다 그들은 고택의 규모를 보고 대문 앞에 놓인 안내판을 읽고 과거의 . , 

위상을 짐작한다 또한 고택이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상류 계층의 가옥. 

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들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방문객들. 

은 사람이 사는 곳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주자들이 과거, 

부터 이어온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방문객들도 . 

거주자들이 이 집을 대대로 잇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근본이 ‘
있을 것 같다 거나 뒤주돈가 어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언급을 ’ ‘ ( ) ’
하며 고택뿐 아니라 거주자들에게도 양반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방문객과 주인으로서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리감은 고정된 이미지

를 더욱 강화한다 고택은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의미가 되. 

새겨지는 장이다. 

한편 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최재성 씨의 의도는 고택 체험객들의 관심  

과 맞아떨어진다 외부인들은 고택과 거주자들을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 . 

관심을 보이며 고택은 생활공간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체험객, . 

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향수와 동경을 고택에서 확인하고 이곳에서 , 

낭만과 향수를 충족하며 정서적 만족을 얻는다 실제로 유년 시절에 고. 

택에서 살아본 이들은 공간에 투영할 수 있는 단편적인 기억과 체화된 

습관들을 고택에서 다시 경험하고 향수를 느낀다 그러한 경험이 없는 . 

방문객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지게 된 머릿속 표상을 확인하고자 한

다 즉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고택의 이미지를 기억과 경험을 . 

바탕으로 한 토착의 논리로 소화하여 전통의 표상으로 받아들인다. 

체험객들은 고택을 보고 전통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가지면서도 직접   

살기에는 춥고 불편한 공간이라는 실질적인 딜레마를 느낀다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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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현실의 딜레마 속에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한

다 새로운 인식은 대부분의 관람객이 고택 거주자들에게 느끼는 고마. ‘
움이다’ .

인터뷰 4-16   

연구자 미디어를 통해 갖고 있던 인상이 있나요 관람객 은 쌍암고택: ? ( 1

을 프로그램에서 보아 알고 있다고 했다TV .) 

관람객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고맙고 1: . 

귀하고 소중한 유산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빠르고 편리한 걸 추구. 

하는데 일단 우리 것인데 원형 그대로 팔아치운다거나 무너뜨린다거나 , , 

해서 훼손 안 시키고 우리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

이 있어요.  

연구자 우리 가 누굴까요: “ ” ? 

관람객 우리 민족 다 파괴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다는 게 어떤 후1: . , , 

손들은 그런 걸 다 팔아서 재산화하지요 밑대에게는 전부 재산이지 돈 .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그 후손들에게는 고마. 

운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마움이요. .

인터뷰 4-17   

연구자 고택에서 어떻게 하루를 묵을 생각을 했나요: ?

관람객 전통 체험에 대한 관심 살아볼 일 없으니까 딱 봐도 불편해 2: . , 

보이는데 하루 정도는 감수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공간이에요 솔직히 정...

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계절을 뼈저리게 느낄 ....

수밖에 없는 집인데 나보고 여기 살라고 하면 못살 것 같아요... .

중략 문화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인으로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 ) , 

로서도 이런 고택이 있는 것만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관리 , . 

못 하는데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밥 한번 먹고 해 ... , 

봐야 해요 내 집 마냥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 . 

음이 있어요...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맙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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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는 내가 볼 수 없을 수 있었. 

던 걸 볼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에서 고마운 거예요. .

연구자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 

관람객 교육받은 거죠 교육과 미디어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근데 그걸2: . . 

로만 끝이면 사실상 판타지에 그치는데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고 그런 , ,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다고 내가 관심이 많은 건 아 

니지만 무엇무엇다운 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 

요.

관람객 은 연구자에게 모던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좋아한다고 말  1

했다 관람객 는 모든 일가친척들이 서울에 살아서 시골에 대한 경험이. 2

나 향수가 없고 전통적인 것에 대한 취향도 없다고 말했다 체험객들은 , . 

고택을 전통의 표상으로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 하

룻밤을 묵는다 현대식 생활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은 고택에서의 생활을 . 

익숙한 생활과 비교하여 불편하다고 인식한다 체험은 전통을 일상적인 . 

활동과는 구분된 것으로 표상한다 체험객들은 고택을 일상적인 공간으. 

로 여기지 않는다 고택에서의 체험은 그들의 생활과 괴리가 있다 고택. . 

에 들어선 순간 이들은 그들이 경험해 온 도시와는 다른 고택의 분위기

와 정서를 느낀다 또한 이들의 체험은 거주자들의 생활과도 괴리가 있. 

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공간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을 투영하여 거주자들. 

의 생활을 이해한다 방문객들은 거주자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유하. 

는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여긴다 또한 자신들과 구분되는 동시에 . 

고마운 사람들 로 인식한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체험객들에게 거‘ ’ . 

주자들은 체험객들이 직접 할 수 없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통을 고수하며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이. , 

어오며 살아오는 일을 뜻한다 고택이라는 공간에서 체험객들은 평소에 . 

취미가 없어 의식하지 않던 전통을 인지한다 그들은 거주자들을 자신‘ ’ . 

들과는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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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과 변화하는 생활 3) 

외부인들만이 고택에서 전통을 인지하며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아  

니다 외부인들이 고택에 부여하는 전통적 이미지는 거주자들의 일상을 . 

변화시킨다 거주자들은 외부인들이 보고자 하는 전통을 재현하기 위해 . 

생활에 새로운 것들을 더한다 쌍암고택에는 년대까지 사당 앞 안. 1960 , 

채 뒤쪽에 장독간이 있었다 이후 년대 중반에 중문채 옆에 시멘트. 1970

로 테두리를 두른 장독간을 두었다 거주자들은 양조장을 했기 때문에 . 

장독간에 술독이 많았고 양조장을 그만둔 후에는 장독간을 따로 관리하, 

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장독간은 전통의 표상과는 거리가 먼 형태였. 

다 그러나 강계희 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장독간 촬영요청을 받고 몇 차. , 

례 장독간의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는 요청을 받은 후 년 안채 뒤2012

편에 새로운 장독간을 사진 과 같이 더욱 크게 만들었다 매년 장을 [ 4-1] . 

장독간에 보관할 만큼 새로 담그지는 않지만 전통에 대해 외부인들이 , 

가지는 표상에 맞추어 이들의 생활공간이 변화한 것이다 최재성 씨는 . 

대문채 부엌에 복원한 솥을 길들이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솥에 솔잎을 

삶았다 사진 참고 그는 솔잎을 삶으면 솔잎에서 송진이 나와서 ([ 4-2] ). 

솥이 코팅되는 원리를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 그는 안채와 연결된 바깥 . 

부엌의 솥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주고 간 들기름을 발라서 길들였다 이. 

러한 일들은 최재성 씨가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다 전통적인 공. 

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실천을 하면서 그는 고택에 내

력을 더하고 전통성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외부인들은 거주자들이 새로운 습관을 지니게 한다 거주자들  . 

이 미디어에 출연한 후 고택에는 드나드는 외부인들이 많아졌다 최재성 . 

씨에게는 이후부터 매일 아침 큰 대문을 여닫는 습관이 생겼다 미디어. 

에 출연하기 전 쌍암고택 거주자들은 큰 대문은 닫아두고 쪽문으로 다녔

으며 차를 마당에 주차할 때에만 큰 대문을 여닫고는 했다 그러나 고, . 

택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많아진 후 최열 씨는 이들을 의식하여 최재성 

씨에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큰 대문을 여닫도록 했고 이는 새로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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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최재성 씨는 큰 대문을 매일 아침에 열고 매일 저녁에 닫는. , 

다 거주자들은 대문을 열어둠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것. 

을 드러내고자 한다. 

문화재가 된 후 쌍암고택 으로서의 정체성도 새로이 부여되었다 앞서   ‘ ’ . 

년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해평최상학씨가옥으로 지정1979 ‘ ’
되었으나 년 쌍암고택으로 이름을 바꾸었음을 밝혔다 년대 후반 , 2007 . 70

최열 씨가 사업할 때 사업명에 쌍암을 넣었고 년대 중반 붓글씨를 ‘ ’ , 90

시작한 후 호 역시 쌍암으로 지었다 이러한 단편적인 기억으로부터 최‘ ’ . 

재성 씨는 예전에 이 집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쌍암으로도 불리었다는 ‘ ’
것을 알게 되었지만 보통은 주부의 택호로 불리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재명을 쌍암고택으로 바꾼 후부. 

터 최열 씨는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집의 내력을 들려줄 때 쌍암고, ‘
택 의 유래를 함께 설명한다’ 100) 고택이 문화재가 된 후 주민들과 얽히고 . 

미디어에 노출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고택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적, 

인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거주자들의 주거 공간은 오늘날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인 것을 기대하는 외부의 시선에 의해 고택은 전통적인 . 

의미를 재생산하고 일상의 신화를 만들어낸다 현실과 전통적인 이미지. 

의 괴리가 발생하는 순간 고택의 거주자들은 이와 충돌하거나 외부의 , 

작용을 받아들여 전통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며 나아간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들이 겪고 느끼는 것이 결코 외부인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재성 씨는 체험객들이 원하. 

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 숙박 체험을 했던 체험객이 한옥이 . 

좋다고 할 때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들려주었으며 한, ‘
번 살아보시라 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미디어에서 촬영할 ’ . 

때도 장독대 위의 참새를 찍기 위해 연출자들이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리, 

거나 과거 고택의 흙담과 처마를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신은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한다 거주자들은 . 

고택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생활의 공간에 전통이라는 의미를 부여. 

100) 각주 참고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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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와 미디어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외부인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거주자들은 생활 속에서 외부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통을 받

아들이고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최재성 씨의 아들 최주현 씨는 . 

체험객들이 체험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계란이 익을 정도로 바닥은 

뜨겁고 코끝은 시린 온돌의 느낌을 알 수 없을 것이며 불을 때며 아궁, 

이 속의 빨간 불만을 멍하니 바라보는 기분 또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집 뭐 누가 사겠어요라는 그의 말은 상품 가치가 없다기보. ‘ , ’
다 이 집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과거. 

에 대한 거주자들의 기억과 국가가 부여하는 전통으로서의 표상은 고택

의 현재를 판단하는 배경이 되고 또한 오늘날 고택이 가진 의미는 변화, 

하며 순간 순간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다 거주자들의 생활은 이러한 작. 

용들과 부딪치거나 합일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작용에서 각 주체의 단편. 

적인 기억과 실천 물리적 건축물의 흔적은 각자가 인식하는 전통들을 , 

드러낸다 전통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이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공간에. , 

서 각자의 작용이 서로 침투하면서 유동하며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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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년 새로 만든 장독간[ 4-1] 2012

사진 대문채 솥 길들이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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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국가는 고택을 전통의 표상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집단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한다 전형적인 전통을 표상하게 된 고택은 더욱더 많은 행. 

위자를 고택에 끌어들인다 행위자들의 전통에 대한 생각과 이들이 고택. 

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은 각각 차이가 있다 이들이 고택과 전통을 연. 

결하고 상상하는 방식도 각자 다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상은 . 

고택에서 교차하고 소통하며 이러한 동상이몽은 고택이라는 공간에서 , 

역동한다 주체들은 고택에서 서로의 전통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한편 . 

거부하고 갈등하며 상호작용한다 서로 다른 전통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 

는 장소가 고택이다. 

거주자들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습관이 묻어있는 고택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재현한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다른 전망을 하는 거주. 

자들은 기존의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존의 습관을 유지한 거주자들, 

은 변화하는 상황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유지한다 서로 다른 경험. 

과 기억을 가진 세대들은 가족들만의 내적 논리와 공적인 전통의 표상이 

교차하는 고택에서 순간들을 공유하며 전통을 이어간다.

거주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고택을 통해 돌이켜지거나 새롭게 이어진  

다 거주자들은 자신들만의 질서가 유효한 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주민. . 

들과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한편에 자리하는 신분계급에 대한 /

의식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뒤틀리면서도 고택의 담을 두고 상기된다. 

고택이 문화재가 된 후 제도가 주민들의 생활을 강제하면서 거주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고택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뒤틀린다 주민들은 오늘날 . 

재산권을 지키고 생활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고택에 부여된 전통의 의

미를 부정한다 전통의 표상이 된 고택은 거주자들과 역사적 관계가 없. 

는 새로운 주민들을 마을에 끌어들인다 새로운 주민들은 제도가 강제하. 

는 풍경과 고택의 내력에 자신의 기억을 불러들인다 이들은 국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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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전통을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화하며 개인의 꿈을 실

현하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 집단적인 가치는 개인적인 가치로 변모한. 

다 고택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거주자들의 경험과 기억은 국가와의 관계 . 

속에서 각자 새롭게 이어진다.   

국가를 대리하는 관리자들과 거주자들은 협력한다 관리자들이 과거   . 

고택 일꾼들의 일을 대신하면서 거주자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생활을 유

지한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문화재로 관리하며 국가가 제. , 

시하는 전통을 일상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고택을 문화재. 

로 간주하여 거주자들의 생활을 제한하면서 거주자들은 고택 주인의 자

리에서 비켜서고 관리자로 대변되는 국가와 갈등한다 관리자들에게 고, . 

택을 훼손하는 거주자들의 흔적은 지워야 할 대상이다 관리자들은 이 . 

집의 일꾼이면서도 주인의 자리에 들어선다.

거주자는 고택을 체험객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하여 주거공간이었던   , 

고택을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거주자는 고택체험의 상품 가치를 이용. 

하여 체험에 가족의 전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거. 

주자들은 미디어와 문화재로 드러나는 전통의 표상을 활용한다 방문객. 

들은 체험을 통해 전통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새로운 층위를 더한다 이. 

들이 체험하는 전통은 그들 자신의 일상과 다르다 방문객은 고택에 대. 

해 가지고 있던 표상과 체험 사이에서 간극을 경험한다 체험은 거주자. 

들의 경험과 기억 전통과도 괴리가 있다 방문객은 오히려 괴리를 통해 , . 

전통에 대한 집단적인 꿈을 이어간다 거주자들은 방문객을 과거 접빈객. 

의 연장선에서 대접하고 방문객이 생각하는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양식을 변화하기도 한다 거주자들이 생활을 통해 유지해온 질서는 오늘. 

날 주민들과 관리자 방문객들의 실천과 만난다 거주자들은 여러 층위, . 

의 전통을 감수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고택에서 행위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름의 전통들이 이어진다.

이렇듯 고택은 전통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교차하는 물리적인 공간  

이다 문화재가 된 고택은 집단적인 기억의 구심점이다 이에 더하여 미. . 

디어에 등장하면서 전통을 표상하는 감각적 대상이 된 고택은 체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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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되며 더욱 전통들이 얽히는 장이 된다 문화재가 된 고택은 전통에 . 

대한 고정된 상을 제시하여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전통의 표상을 가지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전통의 표상이 기획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 

행위자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나아가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생활에서 거, 

부하거나 제도를 우회하며 생활을 이어나간다 고택에서의 동상이몽은 . 

다양한 주체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한 공동체의 전통이라고 인식

하는 질서를 각자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바를 보여준다 고택이. 

라는 전통의 집단적인 표상에 각자의 기억과 경험이 더해지고 덜어지며 

각자의 전통들을 드러낸다 공간에 새겨지는 기억과 경험이 공간의 의미. 

를 만든다 서로 다른 기억과 정서 지식과 상상이 고택에서 교차하며 . ,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그곳에서의 삶을 나아가게 한다, .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 고택이 문화재가 되면서 국가가 제시하는 전

통의 이미지가 고택에 부여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 

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고택은 공적인 전통을 다시 일상 속으로 끌어들

여 일상의 전통이 이어지는 공간이 된다 국가는 고택을 민속문화재로 . 

지정하면서 일상생활의 전통을 인정하고 제도화한다 개별적인 생활 공. 

간은 전형적인 전통의 표상으로 관리되고 획일화되지만 이는 다시 일상, 

에 반영된다. 

둘째  , 특별한 사람들의 비범한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삶에 축적된 세계

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내력을 가진 고택에서는 . 

공간의 물질적 변화와 공간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생활이 변화 지속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자들은 감각이 맞닿는 공간과 조응하여 . 

집안에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가지며 공간에 기댄 ,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공간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기억과 경험. , 

이야기는 오늘날 거주자들 실천의 바탕이 되거나 지향점이 되어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서도 조상들의 . 

이야기와 관습 의례를 통해 공통의 경험과 정서를 나누며 가족의 전통, 

을 잇고자 한다.    

셋째 사람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물과 환경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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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택은 마을 사람들과 거주자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사물이. 

며 공통의 역사를 기억하게끔 하는 매개물이다 즉 고택은 역사적인 관, . 

계를 잇는 과거의 흔적으로서 전통의 권위를 부여하는 규율과 제재가 더

해지며 여전히 행위자들 관계의 중심에 놓인다 거주자와 주민들 사이 . 

과거 신분계급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더는 유효하지는 않지만 고택은 / , 

이를 불러들인다 문화재가 된 고택이 공적인 전통을 표상하며 주민들의 . 

사적인 기억과 얽히는 순간 주민들은 이를 부정하면서 갈등은 이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주민들에게 고택은 공적인 전통을 통해 개인의 이상과 향

수를 추구하도록 하는 매개물이 된다 관리자는 국가의 작업에서 비롯된 . 

전통의 표상을 재현하고자 하며 방문객은 미디어와 문화재로 만들어진 , 

전통의 이미지에 개인의 경험을 더하여 고택과 거주자들에게 투영한다.  

넷째 앞선 의의들을 통해 고택이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 

전통의 표상이 얽히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 

인식하고 실천하며 추구하는 전통들이 고택을 중심으로 어우러지고 다, 

시 각각의 전통을 변화시키면서도 집단의 전통을 이어가게 한다. 각자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이 거주자들의 일상을 지속하고 변모하게 하

면서 가족의 전통은 공동체의 인식과 가까워지거나 부딪친다 각각의 전. 

통들은 집단적인 전통에 따라 다시 변화하거나 강화한다 이러한 작용의 . 

배경이자 매개 대상으로서 고택은 문화재가 되면서 여러 층위의 전통들, 

이 얽히는 공간이 된다.

기억과 경험은 사물 혹은 공간에 기대어 존재한다 순간은 흘러가 버  . 

리지 않고 고정된 공간에 기억과 경험으로 새겨진다 사물과 공간은 보. 

고 들으며 의식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행위를 유도한다 그러나 새로운 / . 

실천들이 겹쳐지면서 기존의 기억과 경험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고 공간의 의미는 변화한다 기억과 경험 반복되며 이어온다고 여겨. , 

지는 활동들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전통들은 기억과 경험을 포. 

함한 복합적인 인식과 행위의 산물이며 행위자들의 관계와 관계가 작용

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모하며 이어진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 

활동을 통해 전통들이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난다 고택은 그러한 전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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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얽히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문화재로서 과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고택을 지속되는 전통  

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각 주체들의 전통은 그 다양성과 역동성에도 . 

불구하고 고택이라는 고정된 공간에 간직된 공통의 정서로 이해된다 고. 

택은 곧 전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택이 상징적인 구조로서 드러내는 . 

공동체의 전통은 머물러있지 않다 고택은 담의 안과 밖에 다양한 주체. 

들의 복합적인 전통들을 끌어들인다 각자의 전통에 대한 관념들은 고택. 

에서 충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택은 공통의 정서가 닿는 과거와 . 

현재를 잇는다 그리고 고택에 전통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 모두에게 . 

의미있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렇듯 고택은 복잡한 작용이 일어나며 확. 

장된 시공간을 잇는 입체적인 교차로이다 기억과 경험 집단적인 전통. , 

과 개인적인 꿈이 뒤얽힌 고택에서 순간순간 전통의 의미는 변모한다. 

이 과정이 곧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룬다 문화재가 된 고택 거주자들. , ,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고택은 사람들을 더 넓은 시

공간에 두며 현재진행형의 전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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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 house that became 

a cultural heritage: the space 

where traditions are entwined

SeoHyeon Ji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thnography that focuses on historic houses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nd examine traditions 

entangl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and the house. The 

historic house, which is a symbolic chain of recognition and action, is a 

symbol of the tradition given to the nation as a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it incorporates the tradition that exists in daily life as a 

daily space. This study uses multiple notions of "traditions," which 

assume that the cultures of the community that make them aware of 

collective identities may also have different traditions recognized by the 

subject.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diverse subjects of multiple 

traditions that entangle and clash in the house show the dynamics of 

the historic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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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dy of the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based on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terviews conducted by researchers 

living together in the house. Chapter 2 investigates the aspect of the 

nation's presentation of traditional symbols using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The nation tries to fix changes in the historic houses and 

interven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identity. The historic house, 

which is a living space, then becomes a cultural heritage, appears in 

media, and becomes a public property that represents tradition. As 

the historic house becomes a cultural heritage, it engages more 

subjects and is managed as a typical traditional representation. 

  Chapter 3 describes the traditional aspects of dweller life. The 

historic house is the background for passing down the family tradition 

to the family members and is also the medium and the target itself. 

However, traditional life in a fixed space gradually counteracts  

changes in modern life. Family members who have different 

experiences and memories give the historic house new meaning. 

Additionally, family members share emotions and feelings through a 

process of rituals and form a family identity. These traditions have 

been reconstructed and continued in a fixed space.

  Dwellers of a cultural heritage house have an extended relationship. 

Chapter 4 examines how the traditions of various subjects and 

dwellers are intertwined in the historic house.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other traditions overlap and collide with each other in the 

house to create a new sen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flowing 

time and the fixed memory in the historic house. The historic house 

is a space where the relationship and memory between Yangban and 

ordinary people are maintained. Despite the efforts of dwellers and 

villagers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memories that remain in the past induce conflicts between th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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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 house became a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tradition, 

and historical relationships overlapped in the house. The relationship 

between dwellers and the villagers moved to a new stage when 

villagers react to the system by projecting their relationship with past 

memories. On the other hand, the new residents who move to the 

village accept the representation and work of the nation to create it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memory, and imagination. Tradition is 

renewed in that it connects an individual dream, in which personal 

emotions are projected, and a collective dream.

  When a historic house becomes a cultural heritage, the dwellers 

make a new connection with the cultural heritage manager. The 

managers in charge are assigned the role by the state and public 

servants represent the historic house as a symbol of tradition to 

maintain the appearance and material aspect by viewing it as an 

object of aesthetic appreciation. Although the layers of traditions to 

maintain is different, the dwellers and the manager have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maintain the historic house. However, when 

the managers try to fix the house with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Dwellers use the house as a space to experience tradition and to 

carry on a family tradition with national support. Dwellers treat guests 

as an extension of jeopbin-gaek (traditional concept of treating 

guests). Guests identify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s they had to 

satisfy their nostalgia. However, there is a gap between the traditional 

image that guests have and the experience, which is where a new 

perception of tradition arises.

  Memories and experiences exist in objects and spaces. The moment 

does not flow and it is carved as memories and experiences in objects 

and spaces.  While new practices are added, existing mem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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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are not fixed and are given new meaning in every 

moment. Tradition is a product of complex cognition and actions that 

include memory and experience by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nd the perception of space where the 

relationship with the actors' relationship work. The historic house, 

which has become a cultural heritage, presents a fixed view of 

tradition and serves as a starting point where each subject has a 

different representation of tradition. In the house, tradition is revealed 

through the actions of different memories, emotions, knowledge, and 

imagination. An historic house is a space where such traditions are 

intertwined. 

  The historic house is a three-dimensional crossing that connects the 

extended space-time where complex actions occur. The momentary 

tradition changes in the historic house where memories and 

experiences, collective traditions, and individual dreams are 

intertwined. This process forms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At the 

moment the historic houses with cultural heritage, dwellers, and 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historic house places people in a wider 

space and time to become an ongoing tradition.

Keywords: Tradition, Space, Traditional house, Historic house, 
Cultural heritage, Material culture 
Student Number : 2018-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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