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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재현’의 양상과 기제
 옛 역촌에 거주하는 반가 출신 여성의 경험과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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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역사학을 막론하고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되는 개

인 혹은 집단의 역사, 즉 구술사(oral history)에 관한 학계의 관심 증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술사는 “과거에 한 개인적인 기억의 환기”1)1)혹은 “구
술에 기반을 둔 역사서술”2)로2)정의된다. 뿐만 아니라 구술사는 생애사(life history), 

* 인천 학교 강사
1) Popular Memory Group, 1982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Making His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216(김성례, 2004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젠더, 경험, 
역사 , 서강 학교출판부, 29면에서 재인용).

2) 허 란, 2004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 국사편찬위원회,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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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고서(self-report), 개인적 서술(personal narrative), 생애 이야기(life story), 
구술전기(oral biography), 심층면접(in-depth-interview)3) 등을3)포괄하는 광의의 개
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술사의 한 역으로 간주되는 생애사는 한 개인의 일생과 그 속에 존재했던 
사건, 기억과 기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 생애
담 등으로 표현된다. 생애사와 생애담은 개인의 구술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범위와 특성에 따라 미묘한 구분의 경계에 놓이기도 한
다. 우선 생애사는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이며 행위
자 또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표현한 것”4)이라고4)정의된다. 이 정의는 
생애사가 구술자의 경험, 자신과 타자에 한 관계를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이며 삶의 과정에 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5)임을5)의미한다. 생애사가 
자기 이야기(self stories), 자기 서사(self-narration)로 불리고 일회적인 일상적 의사
소통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
주되는 것,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과 세계, 인생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린데(Linde)는 구술자가 중
요하게 여기는 경험, 그리고 구술자의 세계관과 직접적 체험에 관한 구술을 ‘자전
적 이야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6)6)

한편 또 다른 맥락에서 생애담은 생애사와 구분된다. 천혜숙은 “생애사는 생애
담뿐 아니라 다른 자료들-예컨  편지·일기·기록·증언 등-까지 참고로 하여 구
축될 수 있는 역사물인가 하면, 생애담은 한 개인의 기억에 의해 구성된 서사물의 
성격이 강하다. 전자는 연 기적 질서를 지향하지만, 후자는 구술자 나름으로 안배
한 플롯상의 질서가 지배한다. 생애담의 경우 구술의 주도권은 구술자가 갖는다”7)7)

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생애사가 구술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자료들을 통한 부가
적인 검증과 구조화가 가능한 것에 비해 생애담은 구술자가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엄연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것이 바로 ‘구술
자의 주도권’이다. 구술자의 주도권은 이야기의 플롯을 설정하는 데에도 작용하지
만 구술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 구술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새로이 확립
3)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 선인, 18면.
4) 유철인, 1990 생애사와 신세 타령 :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2호, 301면 참조.
5)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 아르케, 105면 참조.
6) Linde, Charlotte, 1993, “Life stories”, The creation of coh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21(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ㆍ아르눌프 데퍼만 지음(박용익 옮김), 2006 이야기 분석 , 역락, 
30면에서 재인용).

7) 천혜숙, 1997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4집,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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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연구자 등 구술 자리에 동석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적 배열을 의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즉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정체
성 재현’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구술자인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애담을 
구술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험과 자기 인식을 토 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양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제’를 살펴보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생애담 구
술에는 응당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술자의 주도권이 작동하기 마련이며 연구자 등
의 외부인은 그 향 하에서 생애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주체성과 자기 인식이 구술자의 주변인들에게까지 향을 미치고 인정을 받는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구술자에 의해 구성된 생애담을 재구하
여 의미를 찾거나 개별 사례로 보고하는 데서 벗어나 생애담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술자의 정체성 재현 양상을 관찰하고 구술자를 둘러싼 주변의 구술과 
인식을 통해 그렇게 재현된 정체성의 실질적 유효함까지 확인해보려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상과 그에 관한 논의의 정당성, 연구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구술사·생애사·생애담 관련 연구의 경향과 동향
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생애담 연구의 많은 사례들 속에서 이 논
문의 주제를 특화시키는 방법이며, 자료이자 결과물로서 생애담을 바라보는 또 다
른 시각을 구축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애담 관련 연구의 갈래
를 연구 방향에 따라 나누어보면 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생애담 또는 생애사의 서사 방식에 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8)유철인8)은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구술을 토 로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이 구술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맥락에 주목한 바 있다. 김정경9)은9)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여성들
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가운데 생애담에 등장하는 ‘고난’이 결국 자신들의 이야
8) 유철인,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

학  29-2호. 
9) 김정경, 2008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 를 중

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 김정경, 2009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 여성생애담을 중심
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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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자기 서사가 갖
는 시학적 특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여 여성 생애담의 서사 유형을 크게 자기 은
폐와 자기 합리화의 서사로 구분하고 특정 시기와 사건의 반복적 서술, 자기 반성
적 언술 등의 특성을 규명했다. 이는 구술자에 의한 생애사 혹은 생애담 서사의 
전략이나 태도에 관한 분석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는 모두 구술자의 생애담 서사 
방식을 통해 정체성의 구성, 서술 전략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궁극적으로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구술자의 태도와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구술 자료의 가치와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구술사 연구 및 자료 수집이 곧 
기존의 역사 서술과 병존될 만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10)유철인10)은 생
애사를 다루는 가운데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에 집중하 으며 생애사의 본질과 자
료로서의 위상에 관해 언급했다. 천혜숙11)은11)여성 생애담을 이름 없이 살아온 구술
자들의 자기표현으로 보고 개인의 구술 생애 자료가 여러 학문의 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개인에 의해 자동 구술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특히 이
야기를 하는 행위가 구술자 자신의 생애에 한 재경험과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는 점, 그리고 이야기판이 곧 그러한 경험과 해석을 공유하는 장이 된다는 데 해
서도 언급했다. 함한희12)는12)구술사와 문화 연구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가운데 구술
사가 과거에 한 회상이나 진술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로
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구술자의 해석이 갖는 의미 또한 중요시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만13)은13)구술 자료의 문화사적 위상과 생애담 조사의 의
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 생애담 조사 방법과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방법론의 하나로서 생애사의 가치와 특수성, 재구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
다. 윤택림14)은14)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
에 천착하여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의 관점을 연결하는 여성주의적 문화기술지 정
립의 필요성과 안으로서 생애사 연구 가능성에 관해 논의했다. 이희 15)은15)질적 
방법론으로 분류되어 온 생애사 연구를 사회학 내에서 행위이론과 연관시켜 방법
10) 유철인, 1990 생애사와 신세 타령 :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2호.
11) 천혜숙, 앞의 논문.
12) 함한희, 2000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3-1호.
13) 나승만, 2000 민중 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  제9호.
14) 윤택림, 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제18권 

2호.
15) 이희 ,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

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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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원칙과 이론적 의의를 탐색했다. 그는 여성주의와 질적 연구방법론들이 구술 
자료가 갖는 재현의 서사성에 주목하면서도 오히려 생애체험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비판하고 구술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여성주의 연구의 특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16)16)

넷째, 개인의 구술을 통해 한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시 적 특수성을 규
명한 연구가 있다. 윤택림17)은17)개인의 구술을 통해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을 
시도했으며 한 여성의 구술 생애사 재편을 통해 한국 근현 사 속에서 농촌 여성
의 삶을 ‘역사화’하고 그들의 역사 이해를 밝히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보편적이고 
통섭적인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 개인을 통해 역사 속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재구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생애사 혹은 생애담을 통해 구성되거나 표출되는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있다. 구술생애사를 통해 지역 정체성 형성 과정과 구성 방식에 

해 분석한 윤택림18)의18)연구가 표적이다. 비록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아
니지만 지역민들의 정착 과정과 삶의 궤적에 관한 구술을 통해 지역 정체성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재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자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 빨치산의 구술 생애담으로부터 정체성 서사 양상을 확인한 
연구19)도19)있다. 이 연구는 생애담을 반(半)허구적 서사물로 전제하고 과거 경험의 
재의미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서사’로서 생애담과 구술자의 정체성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술사 연구의 양적 팽창과 서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에도 불구하고 생애담 속에서 드러나는 구술자의 정체성 구축 문제에 천착한 연구
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생애담이 한 개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 하는 
것이고 청자인 연구자와의 만남 속에서 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개인적 ‘재편’과 ‘자리매김’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이에 
한 관심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생애담 혹
은 구술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정체성 창출 내지는 구조화의 맥락에 관한 연구의 
16) 이희 , 2007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5호.
17) 윤택림, 1997 구술사와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  한국문화인류학  30-2호 ; 윤택림, 2001, 한국 

근현 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 충남 서산 동리의 여성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
와 역사  제59집.

18)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 되기 : 구술 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 분석  지방사와 지
방문화  11권 2호.

19) 한정훈, 2011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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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한 여성의 생애담을 하나의 사례로 채택하여 개인의 
생애담 속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재현 양상과 기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3. 생애담과 ‘정체성 재현’
구술 자료와 그에 관한 분석의 특성은 기존의 문헌 중심 역사와는 다른 성격, 

다른 상을 다룬다는 데 있다. 즉 고정된 역사, 문헌에 의탁하는 신 하나의 사
례를 통해 역사 속에서 배제되었던 다양성과 특수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정체성 재현’ 개념의 모티프는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Lucius-Hoene&Deppermann)의 ‘정체성 창출’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그들은 
구술이 서사적 정체성을 창출하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술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구술자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여주며 구술자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 알 수 있게 해준다20)고20)설명한 바 있다. 즉 생애담21)이21)이루어지는 상황, 인터
뷰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행적·상호행위적인 정체성 창출이 합치되어 실질적인 
정체성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22)22)그리고 생애담이 자료 수집과 분석의 토

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이 어떠했는가를 밝히거나 그 기억이 타당한가, 
혹은 구술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보
다는 오히려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자기표현이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정체성 창출과 자기 재확인의 기능, 그리고 자기 자신에 한 가치를 보전하는 것
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구술 속에 존재하는 정체성이 일관되게 자아의 
경험적 행위 속에 토 를 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술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보았다.23)23)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구술을 통해 창출·구성
되는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 와 반  및 사회화의 경험들, 다른 한편으
20)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아르눌프 데퍼만 지음(박용익 옮김), 앞의 책, 15-16면.
21)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 책의 한국어판에서는 전기(傳記), 전기에 관한 이야기, 자전적 이야기, 서사 등

으로 번역되었으나 맥락상 구술자의 생애담 구술과 인터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표현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표기의 일원화를 위해 문맥에 따라 구술 혹은 생애담으로 바꾸어 쓰려 한다.

22)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아르눌프 데퍼만 지음(박용익 옮김), 위의 책, 17면.
23) 위의 책, 17-18면,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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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개인적 응답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구술자의 정체성이 창출되는 것은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지만, 그러한 정체성
이 구성되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 즉 정체성은 다양한 삶의 관련성을 반 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과 
상호 소통하는 상들과의 만남 속에서 창출ㆍ구성된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
남에서 자기 정체성에 해서 주장하고 협상할 때, 선호되는 수단이며 언어적 의
사소통을 통해서 정체성이 설계·표현·협상되기도 하고 거부되거나 혹은 용인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24)24)

뿐만 아니라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은 정체성의 ‘표현’과 ‘창출’을 구분했는데, 
이들이 보았을 때 표현이란 구술자가 세상 또는 사건과 상, 특정한 특성과 동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창출은 구술자로부터 청자에게
로 지향되고 특정한 타당성과 결과, 즉 ‘인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
리매김(positio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구술자와 청자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구술자가 청자에게 자신을 특정한 특성
과 능력, 그리고 동기와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나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 된 표현이라는 것
이다. 자리매김은 구술자가 언어 행위를 이용한 상호행위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 가능한 인간이 되는지, 자기 자신을 두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또는 지위)를 
어떻게 창출하고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또는 구술 방법)이다. 구술이 진행되
는 동안 구술자는 스스로 자리매김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시간적·사회적 공간 
속에서 정체성을 구성한다. 아울러 청자는 구술자가 인정과 수용을 기 하는 공동
체를 표하며 구술자의 구술에 한 사회적 확인과 안전장치, 그리고 서사적 정
체성 창출의 기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의 시각이다.25)

25)

이 논문에서는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의 정체성 창출과 표현, 자리매김의 개념
을 참조하여 ‘정체성 재현’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교체만이 아니라 개념의 재정립이기도 하다. 생애담의 구술자가 연구자를 비롯한 
청자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정체성은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구술자가 가졌던 사회적 신분과 역할, 경험과 
자기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출’보다는 ‘다시 나타내고 강
24) 위의 책, 69-70면, 80-81면 참조.
25) 위의 책, 89-91면, 1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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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는 의미에서 ‘재현(再現)’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정립된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

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생애담 속에서의 ‘정체성 재현’의 개념을 정리하면, 
“구술자가 생애담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인식, 과거에 소유했던 사회
자본과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인지하는 방식이며, 현재 같은 공간
에 살고 있는 집단 구성원이나 일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인에게 스스로를 
각인시키고자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의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상 지역의 특성과 생애담 수집 과정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생애담의 구술자는 황윤희(가명·여성·1924년생)이다. 

황윤희는 경상북도의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며 이 마을은 조선시 에 경상북도에 존
재하던 몇 개의 역촌 중 한 곳으로 마을 규모가 인근의 다른 역촌에 비해 제법 큰 
편이다. 역촌은 흔히 역모에 연루된 반가의 자손들이 노비 신분으로 전출(轉出)되
었던 곳이라고 인식되는데다,26)26)실제 거주민들 중 상당수가 역촌과 관련된 일을 했
던 터라 천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27)27)물론 신분적 한계와 상관없이 
반가의 자손들이 인근에 정착하여 사는 예도 있었으나 지리적 근접성만으로도 역
촌민(천인)인듯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신분제 철폐가 이루어진 뒤에도 실제 역촌 
26)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는 역에 소속된 역소속인들을 ‘역속인층’이라고 칭하고 역리와 역녀, 역노와 

역비로 나눈 뒤, 이 가운데서 양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역리는 신량역천(身良役賤)으로 세습이 의무화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고려시 부터 역리 역은 국가의 반역자가 짊어진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
고 특히 조선왕조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탈락한 사족이나 신왕조에 불복하는 무신(武臣), 원오향리(元惡
鄕吏)가 역리에 배속된 것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이노우에 가즈에, 2003 19세기 
호적 장에서 보는 역촌 사람들의 존재 양태 : 진주 소촌리를 중심으로  동문화연구  제42집, 218
면).

27) 이밖에 역촌 사람들의 신분과 그에 관한 인식은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기현, 1992  
조선후기 역촌에 하여 : 역촌의 내부구조 및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구사학  제43집 ; 최이돈, 

2009 조선 초기 협의의 양인의 용례와 신분 : 역리와 염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71호. 최이
돈은 특히 역리가 양인에 비해 차 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은 물론 공사천과 묶여 천역을 면해야 하는 
집단으로 표기될 만큼 천인과 가까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이 
받는 차 가 모두 법제적인 것이었으며 양인이 가지는 공통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세전한다는 점에
서 양인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는 역리의 역에 차정된 관군(館軍)의 경우 그 역은 역리와 같지만 관직
을 가질 수 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최이돈은 역리가 특별한 공을 통해서만 직역의 세습에서 벗어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들이 노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천인과도 분
명히 구분되는 별도의 신분이라고 보았다(최이돈, 앞의 책, 220-223면).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재현’의 양상과 기제·193

출신들은 출신지에 관한 선입견으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경상북도
는 유교적 질서와 신분에 한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연유로 이 마을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곳이 과거 역촌이었다는 것
을 감추고 싶어 하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역촌이었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와 같은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외부 연구자들도 이 지역을 연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역촌’이라는 직접적 표현 신 ‘국가 공무를 담당했던 곳’ 등
으로 표기하고 있다. 더구나 역촌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연원을 가진 지역이므로 
군 단위까지만 밝혀도 그 곳이 어딘지 쉽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경상북도의 한 마을’이라는 것만을 드러내
고 지명과 인명을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구술자들은 가명 또는 
택호(宅號)로 표시할 것이며, 마을 이름 역시 임의로 ‘성주리’라고 부를 것이다.

애초에 본 연구자가 황윤희와 만난 것은 다른 연구를 위해 성주리에 머물게 되
면서부터 다. 마을의 베짜기 관행과 의식주생활에 관해 현지조사를 하던 중 성주
리 여성들로부터 그녀가 반가 출신으로서 옛 예법과 의식주생활의 각종 부면에 
해 소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
해 시작된 면담이 회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생애담으로 이어졌고 그 과
정에서 그녀는 성주리의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을 동떨어진 위치에 두고자 하는 의
도를 꽤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피력했다. 본 연구자가 그러한 움직임이 무엇으로
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무렵, 마을 경로당에서 얼굴을 익힌 성주리 여
성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이들의 생애담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황윤희의 구술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28)28)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사용될 구술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첫
째, 황윤희의 생애담이다. 황윤희의 구술은 자기인식과 경험을 토 로 구성·재현
된 정체성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맥락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다. 둘째, 황윤희와 밀접한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남천 (1927년

28) 조사 시점 초기에 황윤희는 경로당과 같이 노출된 공간에서 마을 여성들이나 조사자와 적극적으로 교류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극적 제보자’로 분류되었다. 그러
나 경로당에 출입하지 않는 마을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주리를 배회하던 연구자가 우연히 황윤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의복에 한 관심사를 나누게 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게 되었다. 황
윤희는 연구자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의복의 명칭과 형태, 특징을 알고 있
다는 점, 마을 여성들과 달리 그것을 ‘잘 알아듣는다’는 점에 호감을 표했으며 이후 개인 면담이 거듭되
면서 연구자가 자신의 시 인 진성이씨 집안을 방문하여 연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더욱 친밀감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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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의성 (1930년생), 호계 (1933년생)과의 생애담 채록 과정에서 황윤희의 구
술과 연관성을 갖는 몇 가지 구술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성주리29)경로당29)에서 그
녀와 친교를 나누는 마을 여성 몇 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30)30)매일 오후 2
시 경, 마을 경로당에 모이는 70세 이상의 여성들에 한 참여관찰 과정에서 채록
한 구술은 황윤희가 재현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그 근간이 실재하는 것인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변인들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면담과 관찰의 범위를 조금씩 확 함으로써 황윤희를 둘
러싼 인적(人的)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녀가 스스로 재현하려 했던 정체
성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도와 양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면담 및 참여관찰은 2003년 7월~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담의 내용은 일차적
으로 황윤희의 생애 구술을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그녀가 보이는 태도나 사용되는 
단어, 표현 등에서 주체성 재현과 관련된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았다. 
황윤희의 생애 구술은 주로 그녀의 집과 경로당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 여성들과
의 관계는 공동 장소인 경로당에서 그들 상호간에 어떠한 화가 오가며, 어떤 방
식으로 친교를 나누는가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참여관찰했다. 또한 황윤희의 집
을 방문한 여성들과의 화 내용을 관찰하고 각 여성들의 생애담에 한 조사를 
함께 시행했다. 면담 및 참여관찰을 할 때에는 촬 을 삼간 채, 구술자의 구술을 
듣고 관찰하는 데 주력했고 가능한 한 구술을 끊거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했다. 다소 구술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방향을 되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면담과 채록, 참여관찰은 모두 
구술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29) 성주리에 경로당이 생긴 이후로 략 70세를 넘긴 성주리 남성과 여성들은 오후 2시가 되면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화투, 윷놀이 등을 즐기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해먹기도 한다. 이들의 만남은 
략 저녁 6시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주된 일상이다.

30) 연구자는 황윤희와 가까운 세 명의 여성을 비롯하여 성주리의 어떤 여성에게도 황윤희 개인에 관한 생
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며 황윤희와의 면담 내용 또한 일체 누설하지 않았다. 마을 전반의 의
식주생활에 해 조사하면서 황윤희 외에 다수의 마을 여성들을 만나 과거에 그들의 경험에 관한 질문
을 하고 그것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황윤희와 관련된 에피소드, 인식 등이 표출되었다. 실제
로 황윤희에 관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중 일부는 황윤희 본인이 함께 자리한 경로당에서 들은 내용이
며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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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연령) 있었던 일
1924년
1941년(18세)
1942년(19세)
1944년(21세)
1945년(22세)
1946년(23세)
1948년(25세)
1950년(27세)
1952년(29세)
1953년(30세)

경북 성주리 건너 동네인 월강동에서 태어났다.
월강동과 성주리를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모의 소개로 네 살 연상의 진성이씨 집안 남자와 혼인을 했다.
1년간의 묵신행을 끝내고 안동군 도산면의 진성이씨 집안으로 들어가 시
부모, 동서들과 함께 거주했다.
면서기로 일하게 된 남편을 따라 탄광촌인 강원도 태백으로 이주했다.
이때 동네에서 반장을 했다.
이사로 인한 피로와 환경 변화로 첫 아이를 유산했다.
첫 딸을 낳았다. 남편이 손수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다.
맏아들을 낳았다. 
둘째 딸을 낳았다.
전쟁을 피해 경상북도 안동, 시 으로 피란을 왔다. 셋째 딸을 낳았다.
넷째 딸을 낳았다.

<표 1> 황윤희의 생애 연표

5. 생애 연표와 특징
황윤희는 1924년, 성주천 건너에 있는 월강동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냈다. 18

세가 되던 해에 안동 도산면 진성 이씨 집안의 자손과 중매로 혼인하고 1년간의 
묵신행을 끝낸 뒤인 19세에 성주리를 떠났다. 안동에서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1세에 남편을 따라 강원도 태백으로 이주했고 한국전쟁 중에 다시 안동 시 으로 
피란을 와 머물다가 약 2년 뒤인 1953년에 태백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사별한 후
에도 황윤희는 일정 기간 동안 태백에서 거주했으며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에 살
면서 가끔 성주리 친척들을 방문하곤 했다. 그러다 1982년부터 혼자 성주리에 돌
아와 거주하고 있다. 비록 성주리에서 일생 전체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성주리는 
그녀의 고향이자 마지막 거주지로서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
다. 현재 성주리에는 황윤희의 친척이 남아 있으며 그들은 일생동안 성주리를 떠
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황윤희의 생애를 연표로 작성해보면 <표 1>과 같다. 이 연표는 그녀의 생애 가
운데서 그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혼인
과 출산, 사별 등의 몇 가지 표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녀들에 한 언급
은 그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출생과 사망을 제외하고는 싣지 않았고 황윤희 자신
이 일생 중 비교적 중요한 사건이자 고비 다고 기억하는 사실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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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32세)
1956년(33세)
1958년(35세)
1962년(39세)
1963년(40세)
1964년(41세)
1966년(43세)
1967년(44세)
1980년(57세)
1982년(59세)
2003년(79세)

다시 강원도 태백으로 돌아갔다.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야학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쳤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
셋째 아들을 낳았다.
둘째 딸이 죽었다.
막내딸을 낳았다. 뇌출혈을 일으킨 남편이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했다.
막내딸을 낳은 지 열흘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의 사망으로 탄광촌 사택을 비워줘야 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주변의 도움으로 여관을 열고 사람을 고용해 운 했다.
여관을 증축하려다 사기를 당해 재산의 일부를 잃었다.
여관을 다시 증축해 운 했다.
태백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맏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다.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성주리를 가끔 오갔다.
혼자서 성주리로 돌아왔다.
가까운 친척들이 생존해 있어서 그들을 통해 집을 구했다.
가끔 서울의 아들집을 오가며 성주리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생애 연표는 그녀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동시 를 살았던 다
른 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 역시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잃거나,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등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
기 때문이다.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와 한
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격동기를 함께 경험했으며 이는 그들이 거의 비슷한 사
회ㆍ문화적ㆍ시 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만 외부인이 
보았을 때, 그녀의 삶과 경험이 성주리 여성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고 여길 만한 
것은 반가로 출가했고, 외지에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관을 직
접 운 해보았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황윤희는 자신의 경험과 과거에 가졌던 
지위 혹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정체성 재현을 시도하
며 그 과정에서 동시 를 살았던 다른 여성들에 한 주관적 평가와 비의 시각
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기제는 그녀의 생애담 구술 곳곳에서 발견되며, 때
로 특정한 근거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녀가 어떠한 근거와 기제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현하고 있는지는 다음 장
에서 서술하게 될 생애담과 그 근간들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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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담 속에서 관찰되는 ‘정체성 재현’의 양상과 근간
1) 출생지와 신분  상

평해 황씨인 황윤희와 성주리의 인연은 5  조부인 황경채(가명)의 입향에서 시
작되었다. 황경채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했으며 이때 그가 정착한 
곳은 성주리가 아니라 그 앞, 성주천 건너편에 자리 잡은 월강동이었다. 황경채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은 근처에 평해 황씨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황경채가 월강동에서 조금 더 들어간 산에 화전을 일군 것이 황윤희 집안의 시작
이었다. 

성주리 바로 앞에는 작은 규모의 성주천이 흐르는데, 강폭은 략 10여 미터 내
외로 그다지 넓지 않다. 그리고 이 개천 건너편이 바로 황윤희의 출생지인 월강동
(물을 건넜다는 의미)이다. 성주리 사람들의 부분은 월강동까지 성주리로 인식하
는 경향을 보인다. 월강동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지만 강 건너편에 마을의 앞산인 
성황산이 있고, 그 아래로 약간의 평평한 들이 있어 예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건너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들을 지나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
래 전부터 화전을 일구어 지금은 완전히 밭으로 변모한 곳이 있다. 이곳 역시 성
주리 사람들이 왕래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라는 구별의식은 엿볼 수 없
다. 지금으로서는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 구획과 행정 구역상의 구획만이 다를 뿐
이다.31)31)

이렇게 황윤희의 출생지인 월강동은 예로부터 성주리 사람들이 생활공간의 일부
로 간주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황윤희는 자신의 고향인 월강동이 성주리 앞쪽에 
흐르는 ‘물을 건너야 하는’, 공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이라는 점을 누차 강
조한다. 그녀가 성주리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선택
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주리에서 물을 건너야만 하는 곳인 월강동이 그녀의 출
생지라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이 애초부터 ‘역촌민이 아님’을 확인시키려는 애쓴다. 
외부인 앞에서 역촌 출신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은 황윤희에게 있어 매우 중요

31) 현재 성주리 앞쪽으로는 국도가 지나가며, 차가 지날 수 있는 다리는 국도 건설 과정에서 놓은 성주교 
하나뿐이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성주교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통행용 다리인 새들교를 통해 월강
동을 수시로 오갔다. 그리고 최근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2차선 국도가 생긴 이후로 윗마을과 아랫마
을이 구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주리라는 한 지명 아래에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라는 의
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고 줄다리기나 동제 등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
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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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이다. 그것은 현재 자신이 성주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밝히지 않
을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천인 출신’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데 한 염려로부
터 비롯된 것이며, 황윤희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는 신분과 가문을 가려버
릴 지도 모를 ‘역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출생지와 관련된 구
분이 그녀의 생애 구술 속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외부인인 연구자에게 자신이 성주리의 여느 
여성들처럼 역촌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키곤 한다. 출
생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또한 자신이 인근 역촌끼리의 통혼과도 무관
하며, 오로지 ‘현재적 상황’ 때문에 성주리에 살고 있음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다. 자신이 역촌인 성주리에서 태어나 다른 역촌으로 시집을 갔거나 혹은 
다른 역촌에서 성주리로 시집을 와 살고 있는 여성들과 신분적으로 엄연히 구분되
며,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구술 ① 이 마을은 역촌이야. 역촌이 뭔동 아나. 저기 ○○ 가마는(가면) 산동리가 
있어. 산동리라고 산동리가 역촌이고. 여 성주리가 역촌이고. 여기 또 삼
십 리 가믄 이연리라는 역촌 있어. 역촌이라 하믄 옛날에 나라에서 양반
질 하다가 (역적으로) 몰래뿌만(몰려 버리면) 역촌으로 쫓게 나부는 거야. 
양반질 쎄게(세게) 하다가 지만(지면) 고만에 귀양 온다. 나는 여기 사람
들하고 천지차지(천지 차이지).

구술 ② 여게는(여기 사람들은) 공부도 안 가르치고. (글을) 몰래. 몰래. 여기 칠십
 여자들 글 하나도 모리는 사람들 천지래. 오새 입으로 가주만(입만 가

지고) 주끼고(떠들고) 그라재. 글을 몰래. 어제 보이 앞집 할마이도 글 몰
래. 입으로 가 잘 주낀다고. 욕 잘하고. 양반질은 몬했지. 첨에 조상이 양
반질 할라카다 졌으니께. 상놈으로 몰래 부랬어(몰려 버렸어). 그래가 여
기 이남에 역촌이 있어. 여기만 역촌이 많애.

황윤희는 자신이 현재 성주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역촌이라는 
사실을 외부인들에게 매우 쉽게 이야기한다. 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
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숨기려 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다. 특히 그녀
는 성주리가 역촌임을 밝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그 때문에 드러나는 마을 사람
들의 신분적 특성이나 그들의 경제적 곤궁함, 지적 열등함과 경험의 미비함을 신
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외부인들 앞에서 ‘역촌이었던 곳에 
살고 있으나 역촌민이 아닌, 반가의 자손이자 며느리로서 황윤희’라는 정체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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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ㆍ강화하려는 의도로 분명하게 표출된다. 마을 사람들은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
지만, 그러나 정체성 재현의 당사자인 황윤희가 자신의 출생지인 월강동을 표현함
에 있어 반드시 개천을 건너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성주리와 ‘완전히 구분되는’ 
공간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황윤희는 외부인과의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에 한, 그리고 자신의 
출신(신분)에 한 자부심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데, 특히 자신이 출가한 가문, 자
신의 집안과 통혼(通婚)한 내력을 가진 가문에 한 자부심이 더욱 뚜렷하다. 황윤
희는 의성 김씨 집안에 출가한 고모의 중매로 18세가 되던 해에 진성 이씨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그녀의 고모가 안동 내앞의 의성 김씨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이나 
그녀 자신이 진성 이씨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황윤희는 자신의 가문
과 신분적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려 한다. 즉 과거, 반가의 통혼이 신분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 등한’ 집안 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 어 상  가문과 자
신의 가문이 같은 신분적 위치에 있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더욱이 그녀는 구
술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 ‘양반’ 등의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
다. 또한 자신의 남편이 진성 이씨 집안의 자손일 뿐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어른의 직계 후손은 아님에도 애써 그 점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지를 보인다.

구술 ③ 그 저 내 중매는 고모가 했다고. 고모가 하난데 안동에 살았어. 안동 내앞
이라는 데 가다 보믄 내앞에 시집을 가 살았는데. 의성 김씨 에 (시집)가 
살았는데. 그래, 신랑 좋다꼬. 도산 그 이씨네. 진성 이씨네. 우리나라 최
고 ○○선생. 양반이잖아. 그른 혼판 자리를 중매를 했지.

이것은 황윤희가 다수의 성주리 여성들이 비슷한 처지의 역촌에서 태어나 시
집왔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자신의 사례와 비함으로써 신분적 차이를 더욱 
노골화 하려는 의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황윤희
는 이런 방법으로 ‘역촌민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다시 성주리 여성
들과의 비를 통해 ‘반가 출신’이라는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황윤희가 성장할 당시에 이미 신분제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한 
뿌리 깊은 인식과 그로 인한 표면적 또는 이면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더욱이 
그녀 자신이 성장기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제도적 차원의 철폐 을 뿐 실
생활이나 의식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속되는 면모를 나타냈던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도는 법적으로 철폐될 수 있으나 그것을 체화하고 살아가는 마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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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적 구성, 역할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황윤희에게 신분의 중요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애담을 구술하는 과정에
서 끊임없이 ‘과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소재로 
반복적인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다.

2) 경제  여유와 반가 며느리로서의 경험

5  조부 황경채가 화전을 일구어 기반을 마련하고 월강동에 완전히 자리를 잡
게 된 후, 황윤희가 태어났을 때에는 집안의 재산이 제법 규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황윤희는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재산이 불어나게 된 경위와 규모
를 설명하면서 자랄 때 이미 부자 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
조한다.

구술 ④ 우리 5  할아부지가 안동에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어. 안동에 사시다가 워
낙에 가난하시니까 여게 와서 산골에 와서 산전을 일쿼 가주고 살고 싶어
서 여갤 오샜는데. 오새가주고(오셔가지고) 저 건네다(월강동에다) 집을 지
으셨어. 형제분이 아래, 웃집에 집을 짓고 살았어. 그래서 인제 로 내리
오믄서 저 산골에 가서 산전(화전을 말함)을 해가 농사를 짓고 그랬지. 그 
동네 이름은 월강동이라. 물을 건네 갔다고 월강동. 가난해서 들으왔는데 
그 어른(5  조부)이 부자를 맨들었어. 산골, 산골, 밭이라는 밭은 다 일구
코 그랬제. 밭이라는 걸 천 평을 산골에 가서 만들었어. 돌을 치우고 해
가. 산비탈 밑에 옆에 논은 한 그거 한 백 오십 평 될 거라. 한 마지기는 
안 되고 백 오십 평 되는데. 일곱 가매(소출이 일곱 가마 정도 되겠다는 
계산을 하면서). 한 이백 평 되겠구나. 내 혼인할 때는 부자랬지. 내사 클 
때도 부자랬지.

집안의 경제적 규모와 더불어 황윤희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끌
고 온 또 하나의 소재는 반가 며느리로서의 경험이다. 황윤희는 이 두 가지를 자
신의 혼례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통합하여 한층 구체적인 정체성 재현의 기제로 
활용한다. 그녀는 먼저 기억을 토 로 혼례의 절차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황윤희의 기억에 의하면, 그녀의 혼례에는 당시의 소 한 마리 값보다 많은 재산이 
소요되었다. 혼수는 어렸을 때부터 길쌈을 통해 조금씩 마련했던 것에 더해 ‘아랫
사람들에게’ 바느질삯을 주고 마련한 의복과 이불 등이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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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당시 반가에서 혼수 준비는 물론 혼례 자체에 들이는 경비가 단히 
많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진성 이씨 집안과 혼인을 할 수 있을 만
큼 ‘부유’했다는 점, 그리고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법도를 잘 아는 집
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남이 배워 갈만큼’ 규모가 큰 혼인이었다는 자
랑도 빠지지 않는다.

구술 ⑤ (묵신행 때) 친정에서는 길쌈하지. 안동포 알아? 안동포 그른 길쌈하지. 베 
짜고 삼 삼고 명 목화 짜고 해가주고 길쌈해가주고 그 시집에 식구들 옷
을 차곡차곡 다 해가주고 가는 거야. 시집식구 다해가지. 식구들 다해가주
고 시할아부지, 시할머이, 시어머이, 시동생, 다 해가주가. 나도 다 했지. 
할아부지 형제가 오형제, 시아부지 시어무이 다 해야지. 시어무이는 치매
저구리, 이렇게 덮어 씌는 거 사매 없는 꼭 두루막 같은 거(처네를 이르는 
듯). 두루막 같애도 사매만 없고 그른 거 하고 치매 저구리 하고 동세들은 
뭐 저구리 하나 할람 하고 치매 달람 주고 적삼을 하나 할라믄 하구. 크
믄서 내내 길쌈해가주고. 부모들이 얼매나 보태준다고. 옛날에 소가 한 마
리므는 이 농촌의 한 칸 재산이야. 소 한 마리 팔아가주고 딸 하나 시집
보내야 돼. 나는 그보다 더 들었지. 그르이 잘 살아야 혼인이 된다꼬. 없
이만 아뭇 것도 해갈 수가 없잖애. 그른데 저른 집안(본인의 시집)에 가믄 
및 배는 더 든다꼬. 법도라는 게 있잖애. 양반 이는 그른 게 법도라꼬. 
기양 뭐 물 떠놓고 그래 하는 기 아이고. 이래 이래 절차가 많단 말이래.

구술 ⑥ (시 으로 가서 폐백을 하기 전에 기다리면) 드가믄 첫상 채린다. 첫, 인
제 경반상이라 그래. 떡국하고 큰 상을 채리는 거야. 큰상. 아주 큰상이
야. 아주 뭐 이케 괴 가주고(괴어 가지고) 마이 괴고 떡국하고 경반상이
야. 그 큰상은 전부 친정으루 돌아가. 그 최상이라고 오는데 마이 온다구. 
잘 하는 집이는(집에서는), 내겉은 집은 많이 했어. 그르니께 아들네가(다
른 집안에서) 마카 다 그래 배와가 나갔지. 재산도 많고 또 촌도 좋고 양
반도 세력 있을 때. 경반상이라 그믄 큰상이야. 막괴었는데. 이렇게 오새 
혹시 환갑 때 그 이상 배로 괴. 그래 괴가 상자에 쏟아 부어가 (신부를 
따라) 온 사람들 싸서 보내. 짊어지고 왔다가. (친정에 보내면) 아, 그 집 
최상 왔단다, 카고 그라지. 딸 시집가고 집안 식구들 잔치하고 이웃이 모
이가 노나먹고. 

황윤희는 혼례에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러한 내용과 경과를 매
우 소상하게 설명한다. 특히 혼인의 법도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각 단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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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는지, 그녀 자신이 어떤 접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
해서도 정확하게 묘사한다. 혼수 장만에서부터 혼례, 묵신행, 폐백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소회하는 몇 가지 사항들은 실제로 비슷한 시기, 다른 반가에서 일반적으
로 행해졌던 절차지만 중인이나 상민 계층의 사람들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었다. 황윤희의 구술과 경험은 경반상과 같은 지역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
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구술 ⑦ 오합은 혼인날 그날 절할 때 내놓는 술하고 수정과하고 오합하고 가주가
여. 그래 신행. 그날이 어른들 절할 때 내놓는 거고 신행 갈 때 가매 안
에 요강에 찹쌀 담아 가가주고 삼일만에 칠첩 반새기 반찬을 다 해가 가
야 돼. 일곱 접시 일곱 가지 반찬하고 그 찹쌀 가주 밥하고 집에 어른들 
밥해드리지. 반찬은 맨들어가 가야지. 신행 갈 때 만들어가. 안 상하그러 
만들지. 그때는 인제 첫째 일로 마른 명태편 해가 가고. 메라치(멸치) 조
루코 고딩어 같은 거 그른 거. 짜와서(짜서) 안 상하잖애. 여러 가지 할 
거 많이 있잖애. 구포 겉은 거 이른 거 해가 양념에 조 코(졸이고), 찌
고, 모양 꽃을 놔서 아주 보기 좋그러. 한 접시에 놓으만 꽃이 다 담기그
러 하고. 또 시집갈 때 유과도 이른(손으로 크기를 가늠하며) 상자로 한 
상자 두 상자 해가주고 가고. 유과는 집에서 맨들지. 시집갈 때 마이 해
가주 가믄 일년 내 사관을 드린다(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린다는 이야기). 
저녁에 잘 때 그 유과를 담어 가지고서 어른들한테 접하라고. 아침에 
아침 사관이라고 또 유과 담어가 가 접하고. 유과 많이 하고. 그 옛날 
반찬 예법이라는 게 그게래. 역촌에는 그른 법을 안 적기 때무래(때문에) 
그른 거 할 줄도 모르고. 여기 사람들은 무작정 주끼고(떠들고) 얘기해봐
야 뭐 배고팠다, 뭐 가만 내가 이 거처를 이래 보믄 젊을 시절에 배고프
고 신랑들한테 권력을 못 얻었잖애. 죽었지(역촌 여성들이 젊었을 때 남편
들에게 기죽어 살았음을 말함). 그걸로 해가(그것 때문에) (요즘에) 여자들
이 큰소리 치고 마구 쥐 잡듯 한다고. 

혼인을 하고 1년간의 묵신행을 마친 뒤 시가(媤家)로 들어갔을 때의 과정과 음
식 장만에 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 번 성주리 여성들과 자
신을 비교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칠첩반상을 알지도, 보지도, 차
려본 경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 외에도 내외간의 법도가 없어서 서로 
존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남편으로부터 설움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큰 소리를 치는 양태에 해 ‘무식함’과 ‘못 배움’, 그리고 출신상의 한계를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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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혼인을 위해 동원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역할과 신분에 
해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한님’, ‘하인’, ‘상놈’, 

‘데려간 거’ 와 같은 명칭을 섞어서 사용하며 그들의 역할과 존재를 미미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 여기에서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황윤
희 자신과 하루벌이를 위해 일을 나서야 했던 사람들 간의 경제적ㆍ신분적 격차에 
관한 차별적 인식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구술 ⑧ 그때는 차가 있나 뭐가 있나. 말하고 가매 밖에 없으이. 말은 인제 우리 
아부지 한님(하인)이 있다고. 또 말 모는 사람 마부가 있다. 또 한님 하나
는 내 수중(시중) 든다. 심부름은 다 하고 한님이라는 게 요새는 없지만 
옛날로 하만 상놈. 말 모는 것도 상놈, 가매 머리 따래가는 거도 상놈, 그
른 인제, 가문에 있그든. 가매 모는 거 시집가는 딸네 그 가매채 따라 가
가주 수종 다 드는 상놈들이 있어. 그른 큰일 치르믄 와 일하고 그래. 얻
어먹고 사는 그른 상놈들. 그른데 뭐 짐지고 가는 사램이 한 여덟이 되고 
말 모는 사람 열, 한님이 열이 따라갔어. 그 반찬이고 옷이고 보따리 다 
지고 가야지. 차가 있어 싣고 가나, 가매는 신부 싣고 가고 가매 앉아가 
요강 하나 쌀 담아가 가매 안에 넣고 가는데. 반찬이고 뭐고 옷이고 정성
옷이고 옛날 사람들 지게에다 져. 걸빵도 없고 지게에다가 마이 지고 간
다. 작 기 받치고 이래 쉬가면서. 안동으로 가가주 칠십리를 드가야 도산
이라. 하루 가지.

구술 ⑨ 신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앉아 있이므는 그 뭐 감주도 쪼매 입에  
주고 그른 예법이 있어. 유과 겉은 거도 요맨큼 뜯어가 입에 세 가지쯤 
여어주고. 최상 한 뒤에는 밥상이 들어오고 밥상도 아주 칠첩 반상기에다 
잘 해가 들어오고. 신랑은 근처에 안 오고. 신부 옆에 수발드는 여자가 
있다카이. 한님이라고. 데루간 거는 삼일까지 신부 심부름 세숫물 다 떠주
고 뭐 심부름 다한다. 하인이. 하인이란 거는 아무 존재 없는 상놈. 요새 
상놈이 없으이 글치만도. 

구술 ⑩ 제사 지내든지 이라믄 며늘네들이 일 안해. 그 하인들이 와 다 하고. 하인
들이 빨래할 때는 져다 줘. 이고 댕기고 이른 법은 없어. 양반집 메눌네는 
이고 댕기고 들고 댕기는 거 없어. 치마 쭉쭉 끄고 가가주고 고(빨래터) 
앉아 씨꺼(씻어서) 담아 노만 하인들이 와 져다주고 집에 갖다주만 집에서
는 풀하고 뚜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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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가 빈번하게 강조하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은 친정살이에 한 묘사를 통해
서도 드러나지만, 시 의 재산 규모와 남편의 근 적 직업, 그로인해 얻을 수 있었
던 다양한 경제적 혜택에 한 언급 역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성주
리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나 또는 근처 역촌에서 이 지역으로 시집을 와서 줄곧 살
았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누린’ 혜택과는 판
이하게 다른 것이며 그것이 곧 남편과 집안의 능력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한다.

구술  내가 스물한 살을 먹고 (남편이) 어디로 전근이 됐는가 하믄 태백으로 전
근이 됐어. 강원도 탄광이 들어서니까 태백으로. 그 인제 면, 처음에는 면
서긴데 탄광 책임으로 갔지. 국가에서 전근을 시깄지. 옛날에는 힘드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말도 몬하이 힘들게 살았다. 나는 공무원 마누래 되
가 안 해(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뜻) 글치. 그때는 뭐 신랑 살아 있을 
때는 급사가 와가주 나무도 다 해놓고 배급도 다 갖다주고. 

이렇듯 황윤희가 자신을 성주리의 다른 여성들과 구별하려는 모습은 생애담 곳
곳에서 은유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과 신분이며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 황윤희는 
반가 며느리로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역촌이라는 지역적 한계 속
에서 비슷한 업(業)을 수행해온 사람들의 경제력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
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자연히 남다른 부를 축적한 여유로운 집안과의 비란 
사뭇 클 수밖에 없다. 신분 또한 마찬가지다. 태생적으로 타고 나는 것 외에는 달
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시 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차이란 훨씬 
더 극명한 것으로 인식되게 마련인 것이다. 황윤희 역시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황윤희가 성주리 여성들을 자신과 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부유
한 집안의 딸’이자 ‘반가 며느리’로서 ‘법도를 바르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몸소 체
험한 반가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근간에는 그녀의 집안이 가졌던 
경제적 풍요로움과 태생적 신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렸던 다양한 경험들이 자
리하고 있는 것이다.

3) 배움과 리더십의 경험

황윤희의 집안은 본래 반가 기 때문에 그녀의 조부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던 것으로 전한다. 황윤희는 월강동에 있을 때 집안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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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책이 많이 있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으며 그런 향으로 인해 황윤희 역시 
6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로 그 교육은 
할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술  산골에서 커가주고 뭐 사람도 구경 못했고. 여기 쪼끔 올라가믄 송생이라
는 동네가 있어. 거게 인제 학자집이 있고 가이학교라고 있었어. 거기 인
제 그것도 뭐 학교 댕기는 것도 아이고(남자 형제들만 다니고 자신은 다
니지 못했다는 뜻). 집에서 아부지가, 할배가 학자니까 가리키지. 여섯 살 
먹으이 천자책(천자문)을 입학을 시기드라. 그 이튿날 외우고 그르이 께
네. 나가 놀고 싶은데 자꾸 붙잡어서 갈치이(가르치니) 얼매 하기 싫든동. 
내일 아침이만 할배 앞에서 당장 외워야 되이께네 다른 아들(아이들)하고 
놀다가도 고마 해 넘어가기 전에 뛰 들어 와야 돼. 남자들은 학문을 띠고 
나이가 한 일구 여덟 살 먹구 인제 학교 가고. (남자들은) 학자들한테 배
우지. (나는) 한문은 입학을 했지만 한글 입학은 안했어.

천자문을 통해 한자 공부를 마친 후, 황윤희는 더 이상 한문을 배우지 않았던 
듯하다. 그녀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배움’은 열 두어 살
이 되었을 무렵, 일가 친척집을 오가며 ‘여자 글씨’를 배웠다는 것이다. 그녀의 설
명으로 미뤄 보면, 이는 한글 문안편지 쓰는 법을 이르는 것인 듯하다. 흔히 남
지방 반가에서는 규방 여성들이 혼서지나, 문안편지 쓰는 방법을 혼인 전에 배우
게 되는데 그녀 역시 이것을 배우기 위해 글씨를 잘 쓰는 친척집을 자주 오갔던 
것이다.

구술  (우리 집안) 여자들이 그때는 글 많이 배운 사람들 있었어. 우리 집안, 인
제 내한테는 나를 어려도 아지매(아주머니)라 카는 그른 며늘네 거 가서 
배우고. 거 가서 배우는 거는 여자 글씨. 그 전에 이제 내롸(세로방향으
로) 썼어. 내라 쓰믄 붓을 한번 탁 믄 한글은 요 붓을 안 띠고 이어 쓰
지. 한 줄씩 열자 쓱. 그래 쓰는 그걸 배우러 인제 가고. 여기 뭐 마을(성
주리를 가리킴)은 그른 거 배우는 사람도 없고. 배와도 쓸 줄도 모리고. 

반가의 여성들이 주고받는 문안편지에는 몇 가지 세밀한 규칙들이 있는데, 시작
하는 문구와 인사, 마무리에 필요한 문구를 필요에 따라 일일이 외우고 그것을 반
듯하게 세로쓰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제법 긴 시간을 요한다. 특히 문안
편지의 양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법도에 맞게 쓸 수 있는가가 문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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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없는 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혼인 전에 이를 배우는 것은 
반가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글을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반가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혼
서지와 문안편지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데 한 황윤희의 자부심은 단히 
크다. 특히 그러한 자부심은 현재 성주리에 거주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
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같은 지역에서 살았으나 엄
연히 거주환경이나 성장환경이 달랐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지적ㆍ신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 자부심이 바로 그것이다.

구술  나는 한평생 치매 저구리 입었어. 바지 안 입었어. 여자는 바지 입으만 
꼴보기 싫애. 그래고는 안 입었어. 몸뻬도 훈련 갈킬 때, 나갈 때만 입었
지. 야학 시키러(가르치러) 갈 때만 입었지. 야학도 시킸어(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의미). 가리켰지. 글 모르는 거 전다지(모두) 남자
도 여자도 다 글 모르는데 글 가리킸지. 삼동 내내 봄까지 가리키가 졸업
해도 지 이름 못 써. 참 그릏게 어예 모르는동. 나는 일본글도 안 배웠
어. 일이삼사도 안 배왔어. 옛날 일이삼사,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나는 
그걸 배왔거든. 한문의 일이삼사를 배왔는데 자동적으로 오새 신식 일이
삼사를 알게 되드라마는. 다들 암만 가리켜도 안돼.

구술  고무신, 그게 고무신이 나기는 나도 왜정시  반장들만 고무신 한 켤레씩 
했다고. 반장은 동네일을 책임지고 내 겉이 운동도 시키고 학교도 시키는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께 까만 고무신 한 켤레씩 주드라.

구술  저게 왜정 시 에 입고 훈련했잖아. 전쟁이 나만 여자들도 나간다고 훈련
을 했어. 까만 몸뻬 입고 그거 입고 인제 여자들 모다놓고 훈련시키는 거
야. 돌아서라 카매 히다리(왼쪽), 거 일본말이래. 미기(오른쪽).

황윤희의 생애 구술 속에서 특히 배움은 ‘글을 아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재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황윤희는 성주리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접하지 
못했던 한문 공부를 했고, 반가 여성들의 기본 덕목인 문안편지 쓰기를 배웠으며 
태백으로 옮긴 후에는 야학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반에서 반장을 맡아 하
며 사람들을 이끌기도 했다. 황윤희는 한문과 한글, 숫자 등을 잘 알고, 자신이 태
백에 살던 젊은 시절에 야학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는 것에 해 

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훈련 때 하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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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일제강점기에 반장을 한 것, 야학에 나가 사
람들을 가르친 것이 모두 글을 알고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로 인해 고무신 배급과 같은 일련의 혜택을 누렸음도 숨기지 않는다. 그런 점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황윤희는 성주리 여성들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
른다는 사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밝힌다. 예컨  연구자에게 생애담을 들려주면서 
“(성주리 여성들이) 입으로는 잘 주끼지만(지껄이지만) 막상 쓰라카믄(쓰라고 하면) 
몬 쓴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거나, 그것이 그들의 한계라는 등 자신과 ‘달리’ 부족
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술 속에서 황윤희의 생
애담은 온전히 ‘배웠다’는 사실, ‘글을 안다’는 사실에 맞춰지며 그 속에서 ‘배운 여
성’, ‘글을 일고 쓸 줄 아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다.

7. 사회적 관계망에 반 된 정체성과 자기인식
1) 친교 범 의 제한성

황윤희의 생애담 채록이 이루어진 시점인 2003년, 성주리에 살고 있는 60세 이
상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인근 역촌에서 시집을 온 사람들이었다. 보수적인 경상북
도의 분위기상 역촌민끼리 혼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따라서 멀게는 90
리, 가깝게는 30리 거리에 있는 역촌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부분이며 그러한 이
유 때문에 역촌민의 상당수가 인척관계로 얽혀 있다. 물론 성주리로 시집을 온 여
성들 가운데에는 역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일부 섞여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황윤희의 친분 관계가 후자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윤희와 가깝게 지내는 70세 이상의 여성은 남천 과 의성 , 호계 이다. 남천
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의성 은 의성에서, 그리고 호계 은 안동에서 성주리로 시
집을 왔다. 이들은 모두 역촌 출신이 아니며, 의성 의 남편만 성주리 태생일 뿐 
호계 과 남천 의 남편은 성주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화전을 일구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부모를 따라 성주리 일 로 왔다가 해방 이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로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세 여성은 모두 황윤희가 다시 성주리로 돌아온 이후, 친분을 쌓은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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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윤희는 자신과 친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역촌 출신이 
아닌 이들 세 여성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물론 성주리에도 한 집
안의 종가(宗家)가 있고 그리로 출가한 반가 출신 종부와 며느리가 있다. 황윤희는 
이들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구술  거게(반가 출신 여성들의 집을 말함) 가만 할 얘기가 많제. 그래, 내랑 비
슷하이께네. 겪은 게 비슷하잖애. 다리들(다른 이들)은 다 몰라도 거게는 
얘기할 게 많다꼬. 여게는 뭐 사램들이 제사를 지내나? 그냥 이래 시절이 
좋아지이 참, 남들 하는 거 보고 흉내만 내제. 그래 격식을 모린다꼬(모른
다고). 다 거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뭐 저게 했든(품팔이 등 생계유지에 
바빴던) 사람들이 알 게 없잖애. 예전에 내 여게 내리와가꼬 만나러 갔을 
때 그랬다꼬. 문안편지 쓰든 거 그른 거도 얘기하고.

황윤희는 자신과 같은 반가 출신의 여성들과 공통된 경험을 나누었던 때를 떠올
리며, 가끔 안부를 물으러 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교분이 지속되지 않는 현실을 
답답하다고 설명한다. 황윤희는 제사와 문안 등 반가 법도를 회상하고 구술할 때
마다 반가 출신 여성들이 함께 있다면 더 많은 사실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는 황윤희 자신과 같이 ‘반가 자손으로서의’ 경험을 가
진 사람이 성주리에 그들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내비치며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술  남천 이는 상주 사램이라꼬. 멀리서 왔제. 거는 역촌 사램 아이래. 내보
다 및 살이 적은고. 한 시(세) 살 적은갑다. 사램이 점잖다고. 여 사는 여
자들이랑 다르지. 여 사는 여자들은 시끄럽고, 또 본도 없고 글치만 남천

이는 사람 알아볼중 알고 또 사램이 점잖거든. 의성 이도 글타꼬. 거
는 음식 솜씨가 좋아. 그래 뭐 쪼매난 거를 하나 맨들어도 그래 맛있게, 
깔끔케 한다꼬. 거게는 저게 청송에 언니가 하내(하나) 있어. 그래서 자주 
오간다꼬.

황윤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가운데서 특히 그들이 역
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강조한다. 남천 에 해 ‘역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
에’ 점잖고, 윗사람을 알아볼 줄 안다는 황윤희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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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출신과 신분에 한 나름의 
구분 기준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윤희는 그들의 그런 태도가 자신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반가출신임을 그들이 알고 있
기 때문에 그런 접을 받는 것이라고 여긴다.

구술  거(남천 을 말함)는 비네도 했잖애. 아직도 그래 하고 있는 사램이 있나, 
어데. 여 시골이지만도. 나도 안 잘랐시만 그래 하고 있을낀데. 숱은 내가 
더 많잖애. 서울에 아들하고 있을 때, 고모네가 왔그덩. 그래 고모네가 하
도 빠마를 해보자 그카길래 갔는데 고마 쌍둥 짤라뿌고. 그래 내 부끄롸가
(부끄러워서) 머리에다 보재기를 하나 덮어씨고 왔다. 그랬디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개안타(괜찮다). 개안타. 근데도 남새스럽고(부끄럽고) 그게  
우스워가(우스워서). 다시 길렀시만 좋았을낀데, 이제 뭐 늙어가 그래 되
나. 남천 이는 머리에 숱은 없어도 그래 하잖애. 거 사램이 점잖그등. 

황윤희가 남천 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남천 이 아직까지도 비녀를 사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숱이 적어져 정수리의 머릿살이 그 로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천 은 여전히 은비녀로 쪽을 틀어 올리고 있는데 황윤희는 이런 모습
을 매우 부럽게 바라보고 있다. 황윤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쪽을 틀어 비녀를 
꽂는 것은 옛 것을 그 로 지키는 것이며 ‘점잖은’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머리카
락을 자르고 ‘빠마’를 해버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한편으로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다시 정당화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사람의 
인성(人性)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황윤희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근
간으로서 신분에 따른 경험과 몸가짐에 관한 반가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 여전히 
자신은 물론 주변인에 한 중요한 평가의 잣 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주리 여성들 중 남천 을 비롯한 단 두 사람만이 아직까지 쪽진 머리를 하고 있
다.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단히 특이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한 관심은 일을 하기 바쁜 상황에서 그런 불편한 머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하
는, 약간의 질타 또는 놀림 섞인 표현이 부분이며, 황윤희처럼 그들에 한 부러
운 시선을 보이는 여성들은 없다.

황윤희와 남천 , 그리고 의성 과 호계 이 화를 나누는 방식 또한 전적으로 
황윤희가 주도한다. 그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건강에 관한 것이다. 남천

은 관절염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황윤희가 마실을 가거나 남천 이 놀러 오는 
경우 부분의 이야기는 건강과 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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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에 관한 것이다. 남천 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황윤희는 자신이 예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민간요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주변의 이야
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물론 민간요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황윤희는 자신이 듣거
나 알고 있는 이야기의 근거가 단히 확실하며,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주변 환경, 특히 경제적
ㆍ신분적 특수성과 외지에서의 개화된 삶 덕분이었다는 것을 덧붙인다.

그들이 나누는 다른 한 가지 화는 시집살이에 관한 것이다. 의성 은 마을 내
에서 특히 유난한 시집살이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윤희는 시집
에서 그리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일찍 돌아가셨
기 때문에 시집살이에 한 기억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시집에 살 때 시어머니가 
배려해주었던 일이나, 귀하게 해주었던 일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의성 의 시집
살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비되는 부분을 짚어내곤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성 이 그러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던 것이 ‘무지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을 것이
라고 단정하여 말한다. 즉 의성 의 시어머니가 온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질 
만큼 의성 을 괴롭혔던 것이 역촌 출신으로서 ‘교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황윤희의 기억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양반’으로 남아 
있다.

구술  시어머니 참 하회 유씬데, 양반이랬어. 참 양반이랬어. 지금도 눈에 번하
다. 키가 자그마한 시어마이가 보한(뽀얀) 치매를 요만큼 매가 치마끈 안
에다 치마끝을 요 갖다 딱 찡과가 댕기며 (밥을) 해가주 퍼들롸(퍼서 들
여놓아) 주믄 그릏게 맛있그러 많이 줘. 많이 해주고 많이 먹어라. 요것
들아. 너들이 해먹는 것보다는 구시하이(구수하니) 좋다. 시어마이 참 좋
았어.

황윤희와 호계 이 나누는 주된 이야기는 길쌈에 관한 것이다. 호계 은 여름부
터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될 때까지 삼베를 소일삼아 삼베를 짜는데, 황윤희가 그녀
의 집을 방문하면 개 이야기는 옷감 짜고 다듬는 일로 자연스럽게 옮아간다. 황
윤희는 월강동에서 혼인하기 전까지, 그리고 묵신행을 하던 때까지 삼베를 짰지만 
그것은 모두 혼수를 마련하는 동안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구나 안동으로 시
집을 간 뒤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황윤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삼
베 짜기의 단계를 소상히 되짚으면서 자신의 경험적 소산을 증명하고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더 이상 삼베 짜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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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을 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반가 여성으로
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드러낸다. 반면 호계 은 삼베를 짜 내다 팔았던 기
억을 떠올리고 당시의 가격과 샛수[升數]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며 이 지점에서 
삼베에 관한 기억의 극명한 비가 이루어진다.

황윤희가 이웃들과 나누는 화의 주제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한 화가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긴
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기반이 결국 자신의 신분과 경
제적 배경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로 귀결된다. 황윤희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
을 즐기며, 부분의 성주리 여성들과 자신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
제로 끊임없이 신분적·경제적·지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2) 친교 방식의 형식성

성주리의 경로당에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쯤에 마을의 60  이상의 노인들이 모
이는데, 황윤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그녀와 친분이 
있는 남천 이나 의성  또는 호계 이 함께 가기를 청하면 마지못해 함께 나설 
뿐이다. 가끔 남천 과 의성 이 황윤희의 집으로 마실을 오거나 황윤희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지만, 이마저도 농번기에는 흔치 않은 일이다. 서울에서 아들이 보내주
는 돈으로 생활하며 소일하는 황윤희와 달리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밭을 일구고 
집안의 농사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황윤희는 이들과 함께가 아니면 
거의 경로당에 걸음을 하지 않는다.

저 형님(황윤희)은 가자케야 가지. (경로당에) 혼자서는 잘 안 간다꼬. 일이 없으이 
맨날 논다꼬 누가 뭐라 카겠나. 우리랑은 쪼매 다르잖아. 우리사 아들이 돈 벌어줘도 
일이 당장 눈에 비는데(보이는데) 어예(어떻게) 안하노. 감자도 싹 낼라만 잘라야 되
지. 이른 거(씨감자)도 골래가 내비릴 거는 내비리고, 또 먹을라믄 말리고.32)32)같이 가
가 좀 어울리고 그카만 될낀데 저래 내만 바라꼬 있으이(나만 기다리고 있으니) 안 
들다 볼 수도 없고 글타. 거 가만 화투도 치고 부치개도 꾸 먹고 그카그덩. 윷놀이도 
하고 그라이 좋잖애. 할마시들이 모여가 뭐 할 게 있나? 그래 노는 기지. 근데 그른 
거를 내랑 또, 저게 의성 이랑은 하믄서도 잘 안 할라카잖아. 

- 남천  구술, 1927년생 -

32) 이때는 8월로 마당에서 가을 감자 파종을 위해 씨감자를 자르는 동안 남천 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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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당에 모인 여성들은 개 화투를 치며 소일하는데, 워낙 모이는 사람
이 많기 때문에 서너 패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놀이의 방식은 민화투, 즉 같은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내는 것으로 고스톱보다 단순하고 판이 빨리 끝나며,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 화투판의 판돈은 개 1점에 10원이고 바둑돌을 주고받
으며 계산하기 때문에 큰돈이 오가는 일은 없다. 돈은 집에 돌아갈 즈음에 남은 
바둑돌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황윤희가 의성 이나 남천

과 함께 경로당에 나올 경우 개 이 두 사람의 권유로 화투놀이에 참여하곤 하
는데,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참여하여 몇 판이 돌아가
고 난 뒤 눈이 아프다거나,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를 고 판에서 빠져버린다. 황윤
희의 이러한 모습은 단히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이러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황윤희는 자신이 가끔 참여함에도 화투놀이에 

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화투를 치는 마을 여성들에 해서도 
매우 냉소적이다.

구술  (성주리의 여성들이) 만날 이래 모이가 논다꼬. 화투 아이만 할 일이 없잖
애. 뭐 글을 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나. 학생이(연구자를 말함) 와
가 있으이 뭐 좀 물으만 답하고 하지. 그래도 아는 거 맹 하나 없다꼬. 
나는 뭐 여게 오만 그냥 구경하고 그러지. (화투나 윷놀이는) 잘 안 한다
꼬. 옛날에 보래. 누가 노름을 하노. 시상이 좋아져가 여자들이 저래 모이
가 떠들고 주 지끼고(지껄이고) 노름하고 해도 암도 뭐라 안하지만. 저라
고 인제 가만 초지녁부터 내 잔다꼬. 화투에 그림이 있으이 하제. 저긋도 
글씨가 써있으만 해낼라나. 웬 게(웬 걸). 

(황윤희는) 남천 이 있을 때 가끔 오지. 남천 이 바쁘만 저게 호계 하고도 오고. 
자주 오는 거는 아이래도 오기사 온다꼬. 화투도 치고 카는데 잃으만 금방 접어뿌래. 
성미가 글타꼬. 빳빳하니. 삐지기도 잘 삐진다. 왜. 돈이 얼마 되나. 그거사 재미로 
하지, 뭐. 돈 벌라꼬 하만 여게서 이라고 있나. 저게 ○○산에 가만 요새 한참 단풍 
들어 관광객들 많은데, 뭐 거 가가 하루만 설거지해도 및 만원은 생기는데. 그래도 
인제 나이가 있으이 가가 다치만 돈 더 들잖애. 그라이 이래 소일하고 그라지. 뭐. 

- 유덕  구술, 1935년생 -

다른 여성들이 화투를 ‘놀이’ 또는 ‘소일’이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 황윤희는 ‘노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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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화투를 치는 것이 ‘점잖은’ 여성들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
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황윤희는 화투에 참여한 이후 물러 앉아 다시 구
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즉 자신은 신분적으로 점
잖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주’ 하지 않으며, ‘곧’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리
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물론 자신이 참여하는 이유는 권하는 사람들의 여흥을 위한 것일 뿐 항상 
그렇게 하거나 돈을 따는 일 또는 잃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다. 이것은 황윤희 자신이 느끼는 일종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에게 체
화되어 있는 예전의 규율과 현재의 친교 관계, 그리고 친교의 방식이 갈등을 일으
키기 때문에 행동이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절충ㆍ혼재되는 모습
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가깝게 지내는 세 여성을 제외하고 황윤희가 경로당에서 만나는 성주리 여성들
과 나누는 화는 다분히 형식적이다. 친분이 두텁지 않은 이웃들과의 화는 가
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황윤희의 경우 총 8남매를 두었고 그 중 어릴 때 잃
은 아들과 딸을 제외한 2남 4녀가 장성해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안부를 묻
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의 근황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황윤희가 나누는 화의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황윤희 자신이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은 매우 
드물며 개 주변에서 안부를 묻거나 근황을 궁금해 하면 형식적으로 몇 마디 
답을 하는 정도이다. 또한 남천 이나 의성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화가 일상적이며 소소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과의 화는 
단히 표면적이며 치레에 가까운 내용이 부분을 이룬다.

마을에 잔치를 해도 오는 사램은 오고 안오는 사램은 안오지, 뭐. 월천 33)은33)뭐 
남천 이랑 같이 오만 오는갑다 카고. 여 할매들이 혼자 사는 할매들이 많잖애. 그라
이 뭐 월천 만 그런 게 아이고. 근데 이래 보만 월천 이는 누가 좀 챙기주고 이래
야 좀 좋아해. 근데 사램 사는 기 다 지각각(제각각)인데 그거를 일일이 챙기내나? 그
래 하기 어렵잖애. 그라이 뭐. 우리 일년이만 여게서(경로당에서) 및 번을 뭘 해먹는
다꼬. 그래도 월천 이사 뭐 오만 같이 먹는기고. 아이만 또 안 그라고. 글치 뭐. 그
라이 사램들이 어예 그리 만날 챙기고 있노 말이라. 점심 먹고 두 시쯤 되만 여게 다 
모이니까 안 오믄 어데 갔는갑다(갔나보다). 아픈가? 그카고 말지. 

- 성천  구술, 1934년생 -
33) 성주리에서 황윤희의 택호는 월천 (물을 건넌 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월강동을 고향이라고 이야기

하고 택호 신 이름을 불러달라는 황윤희의 주문에 마을 여성들이 재미삼아 지은 택호이다.



214·한국문화 56

친교의 범위가 좁고 형식적인 탓인지, 실제로 성주리에서 황윤희의 일상을 명확
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남천 과 의성 뿐이다. 나머지 여
성들은 그저 오가며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이며 가끔 황윤희가 집을 비우고 
자식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황
윤희 자신이 구획한 친교의 범위는 물론 그 방식조차 단히 협소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황윤희는 협소한 친교 범위와 자신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친교 방식에 

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성주리 여성들과 너무 가깝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들과 ‘다른’ 자신의 위신과 교양에 걸맞은 행동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주변인들의 시각과 구술

황윤희는 성주리 여성들과 자신을 확연히 구별하여 ‘역촌민이 아닌 반가 출신 
황윤희’, ‘진성 이씨 집안 며느리 황윤희’, ‘배움과 지식을 가진 야학 선생 출신 황
윤희’ 등과 같은 정체성을 재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인식에 
따라 친교의 범위와 방식까지 뚜렷하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주변인
으로서 성주리 여성들은 그녀를 어떻게 판단하며, 어떠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일까?

황윤희는 외부인들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의 출생지가 월강동
임을 강조하며 이는 마을 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성주리 여성들 중 일부
는 연구자와 만났을 때, 황윤희를 통해 성주리가 역촌이라는 점이 외부인에게 알
려지는 데 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고 몇몇 여성들은 월강동이 성주리와 
다른 지역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치마 한 자락 걷고 건너면 되는” 곳이며, 들일을 
하러 빈번하게 오갔던 곳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강동은 지명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성주리의 생활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인식이다. 

월천 이는 여게서 났잖애. 물 건너 났든 여게서 났든 뭐 여게 사람이지. 전에도 
언제 누가 물으이 월강동, 월강동 카드라만 치마 한 자래기 걷고 건너만 되는데 그기 
뭐 딴 동네가 되나. 우리 밭도 저게(월강동 쪽을 가리키며) 들에 있잖애. 저게 물 건
네 들에 있다만은(성주천 건너편, 월강동에 있다는 의미). 

- 유덕  구술, 193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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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주리 여성들은 황윤희가 자신들과 달리 반가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
다. 그녀가 평해 황씨 집안사람이며 안동의 진성 이씨와 혼인했다는 사실 또한 성
주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성주리 여성
들은 그것을 ‘과거’의 일로 여길 뿐 현재의 생활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
려 한다. 그들로서는 출생이나 신분에 관한 과거의 잣 가 달가울 리 없고 그 점
을 자주 상기시키는 황윤희의 태도 또한 바람직하게 보일 리 만무하다. 황윤희와 
성주리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
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옷매무새에 관한 것이었다.

언제 여름에 그카드라. 저게 누구로, 거. 화곡 이가 맨발 벗고 이래 발을 뻗고 앉
았으이 거다 고 (황윤희가) 양말도 안 신고 나왔다꼬 카 (그러 ). 그래가 우리가 
캤다(말했다). 더운데 양말 좀 벗고 있으만 우떻노 카고. 여게 전부 할마씨(할머니)들 
뿐인데 뭐 건넌방 할배들한테 이쁘게 뵐 일이 있나 카고. 했디만 할마씨(황윤희를 말
함) 요래 눈을 흘기고 “보기가 싫다” 이케(이래). 옛날이만 그랄 일이 없는데 칸다(그
런다고) 그라든가. 뭐 우리사 맨날 발 벗고 살았는데 그기 뭐. 겨울게도(겨울에도) 양
말이 있나, 버선 쪼가리 그거 하나 있이만 신고 없으만 안 신고. 나는 뭐 저게 시아
바지가 짚신 삼아줘가 그거 맹 신었는데 짚신도 닳는다고 하도 뭐라케 싸서(뭐라고 
해서) 물 길으러 갈 때만 신고 올 때는 그냥 쥐고도 왔다만. 여름에는 베 짤라 케봐
라. 거 더운데 (버선)발로 이래이래 땅기고 해내나? 가만 앉았어도 줄줄 땀이 막 흐르
는데. 그래 없어서도 벗고 살고, 더워서도 벗고 살고. 우리사 그래 살았다. 그래 웃고 
말았지, 뭐. 

- 금동  구술, 1923년생 -

구술  양반이 입는 옷하고 상놈 입는 옷하고 다르지. 양반은 언제든 치매도 길
게 입고 옷을 차롬하게(차분하게) 입고. 버선, 신발 하고. 역촌은 몽당치
매(발목이 보일 만큼 짧은 치마) 입고 맨발로 돌아댕기고. 없으이께네. 없
으이께네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한여름에도 버선 신었지. 버선, 신발 꼭 
해야지. 그것도 습관 되믄 안 더워. 반촌(양반가)에는 며늘네 기운을 쓰나
(험한 일을 하나), 밥을 해먹나 그래가(그렇게) 살았딘데. 그 경노당 앉았
는 할마이들이 전부 제가 벌어가(베를 짜거나 남의 집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의미) 나는 뭐 일생에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이른 거 몰랐
고. 그른 거(가난하고 굶주리는 것) 모르고 살았고.

금동 과 황윤희의 구술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인식,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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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황윤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별 지을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르게 살아온 과거와 경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성주리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황윤희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등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
깃거리일 뿐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황윤희가 성주
리 여성과 다른 정체성을 기반으로 일정한 경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그저 황윤희의 성격이 다소 폐쇄적이고 활동의 범위가 좁으며 과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윤희는 그 자신이 희망하는 것처럼 ‘반가 출신 여성’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그저 
약간 성격이 까다롭고 잔소리하기를 즐기는 이웃으로 비쳐질 뿐이다. 하지만 흥미
로운 사실은, 성주리 여성들 부분에게 과거의 의생활이나 의례 등에 해 세밀
한 질문을 했을 때, 황윤희를 찾아가 물어보기를 권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성주리 여성들이 황윤희가 과거에 누렸던 신분적ㆍ경제적 우위
와 경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자로부터 바느질과 혼수에 한 질문을 받고) 저게 월천 이가 잘 알지 않을
라. 옛날에 그래 했다카 . 반질(바느질)이야 여게 있는 할마씨들이 안한 사램이 있
나. 다 하기사 했지만. 반질 얘기 나오만 월천 이 얘기를 마이 하 . 시 에 가가 
많이 했는동. 나는 여게 올 때 그양 치마 저구리감 하나 받고 왔다. 은반지 하나 하
고. 그래가 뭐 혼수래도 한 게 별로 없다. 예전에 다 그랬지. 뭐. 오새처럼(요즘처럼) 
뭐 그래 싸가가고(싸가지고 가고) 그란 게 없으이께네. 그저 어른이 정해주만 가는갑
다 카고 있다가 하고. 그래도 예전에 의성 이가 카 . 월천 이는 옛날에 저게(혼수) 
뭐 이래 많이 해가 갔다꼬 그카드란다(그러더란다). 내사 뭐 한 게 없으니 말해줄 게 
빌로 없고.

 - 태호  구술, 1935년생 -

성주리의 여성들은 황윤희가 가진 사회문화적 자본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 황윤희와 마을 여성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

나는 범위와 방식의 제한, 형식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에 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과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
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실제로 성주리 여성들은 과거에 개 비슷한 경제적 환경
에서 생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것 자체에 해 구술을 꺼리거나 거
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생활이 궁핍했을 때에는 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시 가 그러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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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황윤희와 같은 경우
가 특수한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입장 차이는 성주리 여성들과 황윤희를 
둘러싼 과거의 환경, 그리고 경험의 간극을 반 하는 것이며 황윤희로 하여금 성
주리 여성들과 ‘다름’을 더욱 뚜렷하게 인지하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스스로의 정체
성을 재현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8. 맺음말
생애담은 구술자가 스스로의 일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자기구성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생애담에는 구술자
의 의도가 반 되기 마련이며 그러한 의도는 때로 생애담의 청자인 외부인 앞에서 
구술자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혹은 ‘인정받기를 바라는’ 정체성을 재현
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에 역촌이었고, 여전히 역촌으로 
‘인식되는’ 곳에서 나고 자란 반가 출신 여성 황윤희의 생애담 속에서 구성ㆍ재현
되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근간으로, 어떠한 양상과 기제를 통해 현재의 시점에
서 구체화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황윤희의 생애담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재현의 궁극적인 근간은 신분과 경제
력, 그리고 외지에서의 경험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황윤희가 성주리 
여성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다. 과거에 성주리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신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배경을 통해 자신이 습득하게 된 다양한 삶의 경험, 실천적 국면은 황윤희 
자신이 다른 여성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근간이 된다. 

황윤희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혼인은 물론 생애 전체에 해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험과 인식을 토 로 보았을 때, 자신이 성주리
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과 ‘다르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관념
은 일차적으로 신분에 한 인식에서 연유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과거에 의
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신분이 지금의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회적 
준거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자신이 반가 출신이었다는 점에 해 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부심은 반가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문화’에 한 소상한 지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218·한국문화 56

실제로 황윤희는 생애담을 구술하는 가운데 배움과 가르침, 리더십의 경험을 활
용한다. 이는 성주리 여성들이 제 로 배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야학에서의 가르침, 일제강점기 반장으로서의 경험은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쳤던 사
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황윤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지적·실천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정체성 재현을 시
도하며 그 과정에서 성주리가 역촌이라는 사실과 성주리 여성들이 역촌 출신이라
는 것이 극단적 비 상으로 활용된다. 이는 황윤희가 ‘역촌민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방식이기도 하다. 황윤희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에 따라 친교의 범위는 물론 방식까지 제한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성주리 여성들과 일상적이지만 또한 형식적이기도 한 친교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그녀 자신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성주리 내부에서는 그
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황윤희 스스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차이’를 
의식하고 주변으로 하여금 그 점에 동의하도록 주지하지만 그에 한 주변의 반응
은 단히 미미하다. 오히려 황윤희 스스로 재현ㆍ구성한 정체성이 부각되는 것은 
성주리를 찾은 외부인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과 면담을 진행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황윤희가 자신을 성주리 여성들과 구별하고 그것을 통해 재현하려
는 정체성의 근간은 모두 ‘과거’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외부인이 함
께 한 자리’이자 ‘구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성주리에 들어온 외부인과 접촉하게 될 때나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인 조사나 
판단의 상이 되었을 때, 황윤희가 구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 재현 양
상은 매우 직접적이고 체계적이다. 실제로 그녀를 성주리 사람들이 부르는 택호인 
‘월천 ’이 아니라 ‘황윤희’ 라는 이름으로 묘사한 것은 그녀의 적극적인 요구 때문
이었다. 성주리에 거주하는 부분의 여성들은 이름보다 자신의 택호로 불리는 데 
익숙하며, 외부인이 이름을 물었을 때 택호를 는 일이 훨씬 더 많았으나 황윤희
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 로 써줄 것을 요구했다. 평해 황씨 집안 출
신이자 진성 이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자기인식을 구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내비
치는 황윤희의 태도는 그것이 비록 과거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출신과 소속에 
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려는 의도
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결국 황윤희가 성주리의 다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친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과거의 신분적ㆍ경제
적 우위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행동,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토 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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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주리 여성들의 그것과 
‘다르게’ 바라봐주기를 기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생애담의 주도적 재편을 통한 정
체성 재현의 적극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구술 생애담, 구술사, 생애사, 정체성 재현, 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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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and Mechanisms of ‘Identity Representation’ 
Manifested in Narratives of Lifetime Experience

- Focusing on the experience and self-awareness of a woman from a

 noble family residing in a Yeok-chon in old times -  

Cho, Hee Jin *
34)
Narratives of lifetime experiences are those which are composed by speakers 

based on their past memories.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lifetime 
experience narratives,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the identity which a woman 
from a noble family tried to compose and represent actively in the course of 
making narratives of her lifetime experiences. This study also has investigated the 
base of self-awareness from the woma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s which were created based on her identity and self-awarenes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factual aspects of identity representation  which the woman 
shows in the course of making narratives of her lifetime experiences are concrete 
and substantial. These aspects are shown through the distinction of her birth place, 
her past social status, her economic affluence, her intellectual experiences such as 
rituals, everyday lives and learning that she went through as a landlady of a noble 
family, and her experience of leadership in other places. Such identity representation 
is highlighted when the superiority of her past social and economic status is 
emphasized. In particular, when an outsider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s 
involved, her past experience  stands out intensively. This is because the narrator 
from a noble family reorganizes her lifetime experiences in her own way, and 
makes use of  such elements as principal bases. The narrator demonstrates her past 
valid social status and the difference resulting from the status in the course of 
making narratives of her lifetime experience. This act of the narrator expresses her 

* Lecturer, University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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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o intensify her self-awareness more strongly at this moment, and reflects the 
intention of reestablishing her own identity 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others 
based on her past.

Key Words : oral life history, narratives of lifetime experiences, narrative history, 
biography, identity representation, identity creation, yeok-chon(역촌, 
驛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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