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談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담담'
뜻으로 보자면 '이야기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를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은 매달 선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자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자들은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웹진에 선보입니다.

'담談'은 201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편집자의 말]

삶이라는 소명과 웰다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
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는 대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자신이 겪은 죽음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떠나보낸 경
험과 기억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고통을 소환합니다.
웰다잉(well-dying)이란 말에 대해 잘 살다 좋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오랜 기간 OECD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는 말은 어쩌면 소박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
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hospice’라는 말은 라틴어로, ‘순례자를 위한 숙박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해 넘게 끌어온 팬데믹(pandemic)에 지쳤지만 일상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혼재하
는 7월입니다. 이에 웹진 담談은 ‘조선시대의 선인들은 삶의 마무리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
는가.’에 대한 내용을 펼쳐봅니다. 선인들은 주어진 삶의 소명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과
정으로서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강유현 선생님은, <죽음 권하는 사회>라는 글에서 죽음이 사회‧공동체에 의해 그 가치가 매
겨진다는 부분에서 결코 개인적인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보
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삶을 걸어 맞이하게 된 죽음은 쉬이 미담이 되어 전파되고 ‘좋은 죽
음’으로 모델링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의 죽음에서, 야담집에 실린 열녀 박씨의 자결, 그
리고 병자호란 때 예조판서 김상헌, 을사조약 시기 민영환의 죽음에서. 죽음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고인에게 속한 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 공동체에 속한 무언가
가 되고 맙니다.
이문영 작가님은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에서 위독한 백부를 방문하여 상을 치르는 과
정을 한편의 옆편소설처럼 풀어냅니다. 마당에 모여 유족들이 밤새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 죽음에 대한 생각과 유교적 철학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
는 좀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달의 일기-잘 살다 잘 죽기>의 권숯돌 작가님은 『노상추일기(盧尙樞日記)』에 있는 <양
반 부인의 상을 치른 비부(婢夫)>를 웹툰 작품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자식 없이 쓸쓸히 죽은 이
씨 부인의 상에 비부(婢夫) 복삼(福三)이 머리를 풀고 나타나 상차(喪次)에서 망자를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한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본 역사 이야기의 홍윤정 작가님은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가는>이란 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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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떠나보낸 자들의 슬픔과 아쉬움, 그래도 지속되는 삶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험을 펼치시며
더불어 1996년에 개봉된 두 편의 영화인 <축제>와 <학생부군신위>에 담긴 죽음에 대한 이야
기를 다루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산 자들의 삶으로 끝을 맺는 영화들입니다.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은 경상북도 성주군 한개마을에 건립한 북비고택에 이원조의 유훈이
담긴 ‘독서종자실’ 편액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독서종자’는 글을 읽는 씨앗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원조가 할아버지 이민겸의 자녀 교육과 집안 대대로 전하여 오는 학문을 기념
하고 자손들의 글 읽는 소리를 기대하며 건 편액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크게 슬퍼하거나 암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담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를 유
훈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응와 이원조는 선조의 가정교육에 감사함을 보
답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가법으로 오랫동안 전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종자’라는 유훈
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음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학을 전승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번호의 <스토리이슈>는 ｢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 저자 이상호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상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시사적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살인사건을 다각도에서 재구성하
였습니다. 조선시대 일상사의 지평을 넓힌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751년, 안음현 살인사
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서(小暑)에서부터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大暑)로 이어지는 가장 더운 7월이 시작됩니
다. 오는 7월 24일[음력 6월 16일]을 조상들은 유두(流頭)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가친지들
이 맑은 시내나 산간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가지고 간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
게 하루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를 유두잔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질병을 물리치
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즐거운 휴가철을 되찾는 날들을 저희 웹
진 담談 편집위원들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편집자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문예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 서강대 신문방송
학과에서 앱(App) 가치 네트워크의 지식 생태계 모델 연구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
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 비즈니스, PR, 지식 생태계이며 저서로는 『광고는
어떻게 세상을 유혹하는가?』, 『4차산업혁명 상식사전』 등이 있다.

[죽음 권하는 사회]

죽음 권하는 사회
어떻게 죽고 싶은가요?
어머니께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엄마 친구들이랑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든
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듯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요양원
에 들어가지 않고, 재산은 자식 안 물려주고 잘 쓰다가 사회에 환원하고, 생명연장 장치를 달지
않고, 쓸 수 있는 장기는 기증하고 깨끗하게 가는 것이 다들 소원이래.” 라고 말씀하신다.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사회에 기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어
머니가 바라는 좋은 죽음의 순간이며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이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
간은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어디에선가는 죽
음에 대한 유사한 묘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안락함과 명예로움이 두루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은 시대를 막론한 인류 보편의 바람이다. 안락함이야 그렇다 쳐도 사회에
대한 기여로써 죽음의 순간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보편이 되었을까.
현대인은 죽음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한다. 죽음마저도 마지막 순간의 개인적 행복 및 명예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웰다잉’은 죽음의 순간도 삶의 일부라는 가정 하에 능동적으로 죽음
을 설계하는 행위이다. 재산이나 신체를 기증하는 행위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기도 하나 한편
으로는 삶에 명예를 덧붙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숭고함으로 장식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숭고라는 장식물은 죽음이 개인사의 영역을 벗어날 때에서야 비로소 빛나곤 한다. 어떤
일이 명예로운 일인지는 철저히 공동체에 의해 규정된다. 한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를 위한 이
익이 될 때, 혹은 특정한 이념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때 그 죽음은 개인사를 벗어나 널리 알려지
는 미담이 되고 고인은 마침내 명예를 얻는다. 죽음은 사회‧공동체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진
다는 점에서 결코 개인적인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좋은 죽음?’
호상(好喪)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라고 정의
되어 있다. 호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이다. 어렸던 나는 누군
가 생각 없이(혹은 위로삼아?) 던진 그 말에 발끈했다. 잘 죽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나 싶었던
것이다. 사람의 죽음에 참람하게도 ‘좋을 호(好)’자를 붙인 이 단어는 전근대 기록에서는 쉬이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이 몇 세이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였든 간에 상사는 애
사(哀事)이며, 이를 받드는 예식은 흉례이다.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읽다 보면 집안사람의 기일
마다 마치 고인이 어제 사망한 듯 애통함을 표현하는 대목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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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다. 병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니 마음 아프고 사모하
는 마음 그지없다.
계암일록,  1628년  2월  7일
이날은 아버지의 기일이니 하늘에 사무치는 애통한 마음이 한이 없다.
노상추일기,  1784년  7월  초2일
세월이 빠르게 흘러 아버지의 기일(忌日)이 문득 닥치니 오장이 갈라지고 무너지며
천지에 미칠 수 없는 슬픔으로 괴로웠다.
하와일록,  1800년  10월  5일
이러한 애통함은 죽음이란 곧 삶의 마침이라는 담백한 생각에서 비롯한다. 예기(禮記)에서는
군자의 죽음은 종(終)이라 하여 끝을 맺었음을 강조하였고, 소인의 죽음은 사(死)라 하여 사람
의 영혼이 육체를 떠났음을 강조하였다. 죽음을 삶의 끝과 생명력의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와 반대되는 생명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장수는 복 그 자체로 여기게 된
다.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도 도덕의 완성인 종(終)이 되는지, 아니면 다만
혼백과 육신이 흩어질 뿐인 사(死)가 되는지도 정해진다. 죽음은 삶의 궤적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사람들도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삶을 오래 누리다가, 남겨놓은 걱정 없이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잠자듯 죽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죽음을 ‘호상’이라 부를 수
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런 복된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 모델링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권장하
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죽음이다. 이슈가 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평범
한 행복이 공동체 전체에 울림을 주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미담으
로 만들어져 널리 알려진 죽음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하며 이타적이기까지 한 이벤트들이다. 고
결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죽
음이 이렇듯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곧 삶의 방향을 확정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삶을 걸어 맞이하게 된 죽음은 쉬이
미담이 되어 전파되고 ‘좋은 죽음’으로 모델링되곤 한다. 사람들은 ‘좋은 죽음’을 거울삼아 ‘웰
다잉’을 준비할 것이다.

표창된 죽음
모델링된 ‘좋은 죽음’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자. ‘좋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고인의 의사가 반
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고인 스스로가 아닌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죽음들 중 공동체의 유지와 이익 창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
례를 찾아 ‘좋은 죽음’이라 이름 붙이고 그에 대해 표창한다. 충신(근·현대에는 애국자), 효자,
열녀의 의사(義死)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죽음의 모델이다.

[죽음 권하는 사회]

스스로 의사(義死)를 택하는 사람과 의사하게 된 사람이 있다. 의를 위해 죽고자 하여 죽은 것
과 의를 위해 살다가 죽게 된 것은 다르다. 하지만 두 죽음은 사회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게 취급
되곤 한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죽음을 계획한 것과 죽음을 당한 것에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는 두 가지 죽음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과 관련된 잘 알려진 미담을 살펴보자. 선죽교에서 죽임당한 정몽주(鄭夢周)는 스스로 죽
음을 계획했을까? 설령 자신이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념(사회적으로
권장될만한)을 관철하다가 불행히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그 죽음은 추앙받는다. 그 죽음이 드
라마틱하면 할수록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의는 더욱 빛나며, 미담으로서의 효용 역시 증진된
다. 고인의 의사가 어떠했든 간에 미담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므로, 피치 못하게 죽음에 이르
게 된 일화를 스스로 의를 위해 죽은 사람의 일화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몽주(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2015~2016 (출처: SBS))

국가에 의해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의 미담집을 통해 전파된 고결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다. 고결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표창은 이를
가속화했다. 열녀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미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괴담으로 비틀어져 퍼지기
도 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나마 죽음을 택한 것과, 결과적으로 죽게 된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고결한 죽음에 대한 표창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열녀 괴담이 창작되는 것도 의아한 일이 아니다.
…(전략)…본관 사또 윤이현은 관속들의 말만 믿고 말했다. “그대가 진실로 정절을
지켰다면 머지않아 저절로 모함이 벗겨질 것이오. 어찌 관아로 직접 찾아온단 말이
오?”
박씨가 말했다. “제가 직접 밝혔는데도 김가를 엄히 벌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자
결하겠습니다.”
곧 차고 있던 장도를 꺼냈는데 어조가 강개했다. 본관 사또가 노하여 꾸짖었다. “협
박하는게요? 죽고 싶다면 큰 칼로 집에서 죽을 일이지 어찌 작은 칼로 이러시오?
어서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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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비를 시켜 박씨의 등을 밀어 관문 밖으로 쫓아냈다. 박씨는 대성대곡하다가
장도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보는 이가 모두 놀랐고, 본관 사또도 놀라서 시신을 옮
기게 했다.
…(중략)…조사관이 시신을 살피니 박씨의 두 뺨이 발그레하여 생시와 같은 모습이
었다. 목 아래에서 배와 등까지 칼로 찌른 자국이 선명했다. 피부는 돌처럼 딱딱했
지만,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다. (중략)… 감영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김조술
은 비로소 법의 처벌을 받았다. 박씨에게는 정려문이 내려졌다.
기문총화
19세기에 집성된 야담집인 기문총화(記聞叢話)에 실린 이야기이다. 이웃집 남성인 김조술이
과부 박씨를 탐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박씨가 자신과 사통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낸
다. 정절을 의심받은 박씨가 관에 억울함을 표하지만, 관에서도 박씨를 믿어주지 않자 박씨는
결국 자결하게 된다. 그런데 박씨의 시신이 4년이 지나도록 결코 썩지 않아 결국 이 일이 재조
사되고, 박씨는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판을 가지고 사는 일은 죽기보다 못한 일이었기에 박씨는 죽음을 택
하고 만다. 이는 설사 본인이 죽음을 택했을지언정,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죽게 된 것과 다름없
다. 생전에는 박씨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던 사람들은 박씨가 원한을 품고 죽어서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 뒤에야 박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정려문(旌閭門)은 결국 여성의 정절과
목숨의 값이 같음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아이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한 여성들은 자신이
‘마땅히’ 죽음을 선택해야만 할 상황을 설정해 놓은 채 살게 된다. 마땅히 맞이해야만 하는 죽음
은 표면적으로는 자결이되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타살이다.

김조술의 제안을 거절하는 과부 박씨(교양 <천일야사(史)> (출처: ChannelA))

‘마땅히’ 죽음을 택한 충신 이야기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마치 북극성처럼 빛난다. 병자호란
당시 예조판서였던 김상헌(金尙憲)은 청과의 강화를 전면 반대하고 최명길(崔鳴吉)이 쓴 항복
국서를 찢었다. 그리고 엿새간 식사를 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려 하였다. 물론 죽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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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노대신이 의를 위해 죽으려 한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입과 글을 통해 전해졌다.

김상헌의 형인 김상용(金尙容)은 강도(江都)에서 화약을 터뜨려 스스로 불타 죽었다. 이후 김
상헌의 집안은 충절을 상징하는 조선의 명문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상헌과 김상용이 국가를
위해 보여준 충절을 높이 기리는 일은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할 또 다른 충신을 배양하는 일
이기도 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충신의 모습은 을사늑약을 보고 자결한 민영환(閔泳煥)
과 경술국치를 맞아 죽음을 택한 황현(黃玹)으로 이어졌다.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
공(諸公)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단지 영환은 한번 죽음으로 황은(皇恩)에 보답하
고 우리 2천만 동포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민영환, ｢경고대한2천만동포유서｣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500년이나 선비를 길러왔는데, 나라가 망할
때에 국난을 당하여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찌 원통치 않은가?
황현, ｢자식들에게 남기는 글｣

민영환(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황현(출처: 문화재청)

민영환과 황현의 유서에는 국가의 치욕 앞에 마땅히 죽음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
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된 죽음의 선택이다. 민영환과 황현의 죽음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
다. 이들의 뒤를 따라 자결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어떤 상황도 나아
지게 하지 못했다. 애초에 자결은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람들은 이들의 자결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위라 칭송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 이들의 죽음을 기려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국가에 대한 죽음도 불사한 충성심은 국가 운
영 체제가 왕정에서 민주정이 되어도 여전히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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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좋은 죽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버렸거나 혹은 살기를 도모한 사람들이 있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할 상황에서 죽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은 죽음을 택한 사람들을 추앙하는 정도와 비례하였다. 김상헌은 죽음을 선택하였으
나 결국 죽지 못하였기에 “김상헌이 이미 정온(鄭蘊)처럼 칼로 할복하지 못하였으니, 시종(始
終)의 화복(禍福)을 전하와 함께해야 할 것이건만, 몸을 뽑아 멀리 은둔하여 일찍이 돌아보거
나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탄핵을 받았다. 김상헌은 명이 멸망하자 “하늘과 땅이 뒤엎
어진 오늘을 만나니 아직 죽지 않아 부끄럽게 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시를 읊어 죽
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최명길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죽기는커녕 “범려(范蠡)와 대부종(大夫種)이 그 임금
을 위하여 원수인 적에게 화친하기를 빌었으니, 국가가 보존된 뒤에야 바야흐로 와신상담(臥
薪嘗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청과 강화하기를 국왕에게 권했기 때문이다. 정온은 “명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고려 말엽의 금(金)나라나 원(元)나라의 경우와 같지 않은데,
부자와 같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군신의 의리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는 법인데 최명길은 두 개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며, 백성들에게는 두 임
금이 없는데 최명길은 두 임금을 만들려 합니다. 이런 일도 차마 하는데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
겠습니까. 신은 몸이 병들고 힘이 약하여 비록 수판(手板)으로 후려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좌석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최명길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김상헌과 최명길 (영화 <남한산성>, 2017)

최명길은 오직 죽음으로만 충(忠)에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라를 정비하여 장
래를 도모하기를 임금에게 권하는 것이 최명길이 생각하는 충(忠)이었다. 권토중래(捲土重來)
의 방식은 이후 일제 치하에서 다시금 등장한다. 민영환이나 황현의 뒤를 따라 자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력양성운동이나 무장투쟁으로 국난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할 것을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이타적이었다
고 기억되고 표창된다. 개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사회·공동체의 방식 때문이다. 마치 하나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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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물처럼 공동체는 그 자신의 존속을 위한 기여만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죽음’
과 마찬가지로 ‘좋은 삶’ 역시도 모델링되어 공동체 속 개인들의 삶에 방향키가 되어준다.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은 공동체에 의해 명예롭게 전시되고, 이를 접한 개인들은 삶과 죽음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좋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규정은 곧 삶과 죽음에서 개인을 제거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욱 중
시하는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와 개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공
동체의 발전과 안정은 곧 개인의 영달과 안락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좋은 삶’과 ‘좋은 죽음’
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 변주된 것이다.

아주 개인적인 ‘웰다잉’
죽음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고인에게 속한 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
공동체에 속한 무언가가 되고 만다. 죽음을 기릴 때는 그냥 슬퍼야 한다고 믿는다. 교과서에서
본 흥수아이는 국화꽃과 함께 묻혀 있었다. 원이아버지는 아내의 머리칼로 만든 미투리, 아내
의 편지와 함께 묻혀 있었다. 이런 죽음은 단지 망자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말고는 어떤 의미부
여 없이 기억된다. 망자가 남긴 업적보다 망자가 사랑받았음을 알려주는 이런 죽음의 기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조선시대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죽음의 기억들이 있다. 어떤 만시(輓詩)들은 고인의 성별이나
신분, 나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상실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쓰였다.
어쩌면 저승에 가 월하노인에게 송사라도 하여,
那將月姥訟冥司,
다음 생에는 부부가 서로 처지가 바꿔지도록 하고 싶소. 來世夫妻易地爲.
나 죽고 그대 살아 천리 밖에 남는다면,
我死君生千里外,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픈 마음을 알게 하리라.
使君知我此心悲

김정희, 완당전집 제10권, ｢도망(悼亡)｣

아끼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표현이자 고인에게 쓴 마지막 편지이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
喜)는 월하노인에게 송사라도 하여서라도 자신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죽은 부인에
게 고백하고 있다. 부인의 부덕을 칭송하거나 집안을 위한 기여 및 희생 등으로 부인의 삶에 의
미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이 만시를 지은 김정희의 진심어린 슬픔을 더욱 잘 드러내어 준다. 그
런가 하면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죽음 앞에 다음과 같은 만시를
남겼다.
나보다 먼저 와서는 가는 것도 먼저 가시니,
先我而來去亦先,
죽고 사는 문제를 어찌 조금이라도 주선하지 않았는가? 死生何不少周旋.
진헐대 가의 달을 따라 가고파,
欲從眞歇臺邊月,
비로봉 정상의 신선이 되어 모일 것이다.
會作毘盧頂上仙.
일천 겁이 지나 간다고 해도 그대 얻긴 어려워라.
千刦縱灰難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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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에 가게 되면 다시 그대를 만나리다.
아양곡 알아들을 사람 없으니,
종자기를 위해 거문고 줄 끊을 수밖에.

九原如作更逢賢.
無人解聽峨洋趣,
却爲鍾期一斷絃

정철, 송강집, ｢속집(續集)｣ 권1 ｢만율곡(挽栗谷)｣ 3수(三首) 중 제3수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뜻을 알아줄 이가 없다는 슬픔을 드
러내고 있다. 이이에 대한 정철의 깊은 우정과 존중을 표현한 이 시는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
인 이별의 기록이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조선의 학문세계에 기여한 위대한 학자 이이가 아
닌 정철의 좋은 벗 이이를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사회나 집안, 혹은 어떤 특정인물에 속한 삶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었던 삶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기리는 본질에 가깝게 느껴진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삶을 기억해주며,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죽음 그 자체를 기리는 일이야말로 사회·공동체에 빼앗기지 않은 아주 개인적인 ‘웰다잉’
이 아닐까.

글
강유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세대에서 조선후기 중인층
의 서화완상문화에 관해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의 욕망이 문화 저변에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지금은 19세기 이래 근대기의 미술과 권력의 유착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
양주골의 서당 훈장인 정생에게 백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6월 초였다. 무더위에 수원부에 사는 백부에게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일흔이
넘은 백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람하는 일이라면 숙수
(요리사)와 기생까지 대동해서 거한 행차를 할 일이었으나 시급을 요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수발을 들 하인 하나만 데리고 간단한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 만에 하나 상례까지 치러야 하
면 몇 달을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접장을 불러서 당부를 단단히 했다. 훈장이 없는 동안 옆 서
당에 훈도를 빼앗기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나귀를 타고 가는 선비, <백은배, 기려연강(騎驢沿江)>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정생은 나귀를 타고 하인에게 고삐를 들려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백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생은 반쯤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먼 거리를 노새 등 위에서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흔
들거릴 때마다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견딜 근육 같은 것이 없었던 탓이다.
드디어 백부 집의 대문이 보이자 이젠 살았다 싶어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생은 허리가 아파 부들부들 떨면서 나귀에서 내렸다. 백부 집의 마름에게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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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내가 왔다. 큰아버님은 어디 계시냐?”
“늦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사랑채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정침(正寢)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정생이 들어서자 모인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일일이 받다가는 백
부가 삼도천을 건널 것 같아서 정생은 사람들을 밀치고 백부의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부가 가늘게 눈을 떨며 정생을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려 입을 벌렸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
았다. 정생은 소리를 들으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서 눈물을 뚝뚝 떨어
뜨렸다.
“형님, 이렇게 멀리 찾아와주셔서 또 이렇게 슬퍼하시니 정말 정이 깊으십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촌이 정생의 손을 붙잡으며 곡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양주골에 있는 전답은 형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분급기에도 적었습니다.”

죽음을 지켜보고 준비하는 임종 (출처: 한국국학진흥원_조선가례)

다행히 백부가 조카를 까먹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다. 잠시 후 백부가 정신을 잃고 눈을 감더니
숨소리가 멎었다.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조카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 가운데 당숙 어르신이 햇솜을 꺼내 백부의 코 밑에 놓았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살피려 한 것인데 이것을 속광(屬纊)이라고 부른다.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

“운명하셨구만.”

당숙 어르신의 말에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정생은 옆에 있는 사촌 하나를 붙들고 물었
다.
“수의, 상복, 관은 모두 준비했는가?”
“오래 아프셔서 미리 다 준비했다네.”

그 사이에 흰 천이 들어오고 당숙 어르신은 다시 한 번 백부의 눈꺼풀을 들춰보고 허리 밑으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살펴보았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온몸이 풀어져 허리 밑으로 손을
넣을 수 없는 법이다.
당숙 어르신이 흰 천으로 백부를 덮고 나자 사람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습, 소렴, 대렴, 입관에 호상소를 만들고 영좌를 설치하고 명정을 세우고 조전, 석전을 올리는
등 상주와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없이 많다. 이렇게 꼼꼼한 절차와 예법은 친지를 잃은 슬
픔에서 한껏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척들이 별 기대를 하지 않아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 같은 장례 사무를
하나도 맡지 않은 정생은 방에서 나와 아픈 허리를 펴고 마당을 돌아보았다. 사흘이 지나 입관
까지 끝나자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이 한참 더운 때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아있었다. 초상이 나
면 일가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슬픔을 견뎌내는 법이었다.
정생은 어디쯤 끼어들면 좋을까 슬슬 걸어 다니다가 평소 입담 좋기로 소문 난 왕고모부가 있
는 자리에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막걸리가 동이째 나와 있고 다들 얼굴이 벌겋게 이미 마신 터
였다.
“그래도 조카는 복 받은 겨. 자식들이 다 종신(終身) 했으니.”

임종을 지키는 것을 종신이라고 한다.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종신한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백부가 악착같이 자식들이 다 모일 때까지 잘 버틴 모양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요?”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다. 왕고모부는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어쩔까 싶을 정도로 반색을 하며 말
을 받았다.
“참 좋은 질문이야. 내 알려주지.”

왕고모부는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세상천지는 기(氣)로 가득 차 있어서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건데, 그 기가 뭉치면 물
(物)이 되는 거야. 사람도 바로 기가 뭉쳐서 만들어진 물(物)이라 이거야.”
“사람이 죽으면 혼백(魂魄)이 떠나간다고 하던데 그럼 혼백은 뭔가요?”
“그렇지. 기에는 양기(陽氣)와 음기(陰氣)가 있는데 양기는 혼이고 음기는 백이야. 사람이 죽
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거야. 이때 혼이 제대로 승천하면 신
명(神明)이 되는데 원한이 있으면 승천하지 못하고 음기를 가지게 되어서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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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주자(朱子)도 혼백을 향불에 비교해서 설명했었다. 향에 불을
붙이면 향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이것이 혼이고, 향이 타고나면 남는 재는 백이라는 것이
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죽고 나면 염습을 하고 손발을 꽁꽁 묶는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 아는
가?”
왕고모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음산하게 이야기했다. 갑자기 주위에 한기가 쌩 불어오는 것
같았다.
“내가 안동의 오 진사댁 장례에 갔을 때 일이었지. 벌써 50년은 됐나 봐.”
왕고모부의 음침한 목소리에 맞춰서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다.

*
오 진사가 죽은 건 다 확인을 했지. 내가 갔을 때는 이미 흰 천으로 시신을 덮어놓은 상태였어.
그런데 내가 방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덮어놓은 흰 천이 움찔움찔하는 게 아니겠어?

자식들이 아버지 숨이 돌아오셨다고 막 달려들어 천을 걷어냈는데 오 진사는 “그르륵, 그르
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벌떡 상체를 곧추세운 거야. 금방 숨넘어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그러고는 고개를 홱 돌려서 방문 너머 쪽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눈에 초점이 없는 거야. 눈은
백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 있었지.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살아난 줄 알았
던 자식들도 모두 입도 못 벌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러더니 오 진사가 벌떡 일어나서
제일 가까이 있던 둘째 딸을 확 덮친 거야. 그때 입을 크게 벌렸다가 딸의 목을 물려고 했는데
다행히 빗나갔지만 ‘딱’ 하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려 퍼졌지.

드라마 <킹덤-시즌2> 2020년 (출처: 넷플릭스)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

오라비 둘이 누이를 얼른 끌어내서 간신히 참변을 면한 거였어. 오 진사, 아니 오 진사의 탈을
쓴 그 괴물은 둘째 딸을 물어뜯는데 실패한 거야. 내가 말했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
아올라간다고. 오 진사의 혼은 이미 몸에서 떠나갔고 그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 몸을 차
지한 거지.
괴물은 이번에는 큰아들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었어. 그때 둘째 아들이 얼른 괴물의 팔을 붙
잡았는데, 괴물은 이렇게 몸을 흔들어댔고 그 통에 상의가 훌렁 벗겨졌지.
다행히 그 서슬에 괴물이 자빠졌어. 괴물의 몸은 이미 뻣뻣해진 상태라 금방 일어나지를 못했
어. 그 틈에 사람들은 사방으로 달아났어. 나도 뛰쳐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
갔지. 괴물이 움직이는 꼴을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다들 지붕 위로 올라왔어. 나는 지붕이 무너질
까 봐 조마조마했지.
마당에는 괴물이 그르륵 거리면서 이리저리 희생자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어. 눈도 안 보이
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드라마 <킹덤-시즌1> 2019년 (출처: 넷플릭스)

그때 둘째 아들이 벗겨낸 아버지 윗도리를 가지고 나랑 같은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지.
둘째는 윗도리를 잡고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 얼른 옆으로 가서 뒤통수를 딱 때렸지.
지금 울고불고할 때가 아니니까. 나는 망자의 윗도리를 들고 주변에 조용히 하라고 외쳤어. 사
람들이 조용해지자 마당에서 날뛰던 괴물도 조용해지더라고. 나는 윗도리를 펄럭이며 혼을 불
렀어. 그래 초혼(招魂)을 한 거야. 오 진사의 몸으로 자기 혼이 돌아와야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목청껏 외쳤지.
조선국 경상도 안동의 진사 오병국! 복(復),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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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망산천으로 가는 망자의 혼을 부르는 복(초혼)의식 (출처: 한국국학진흥원_조선가례)

혼이 돌아오라고 ‘복’이라고 외치는 거야. 한 번은 하늘을 보고, 한 번은 땅을 보고, 한 번은 북
쪽을 향해서. 북쪽은 뭐냐고? 죽은 사람을 관장하는 신은 북쪽에 살거든.
초혼할 때는 조용해야 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울고불고하면 혼이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놀라
서 못 돌아온단 말이지.
그런데 다행히 사방이 완전 조용해진 덕인지 혼이 돌아온 거야! 괴물, 아니 이제 다시 살아난
오 진사가 철퍽 소리를 내면서 마당에 쓰러졌어. 다들 무서워서 다가가지를 못하는데 오 진사
가 큰아들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큰아들이 내려가서 보고는 “아버지!” 하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붕에서 내려갔지.

북망산천으로 가는 망자의 혼을 부르는 복(초혼)의식 (출처: 한국국학진흥원_조선가례)

[정생의 고종일기(考終日記)]

하지만 오 진사는 되살아나지는 못하고 금방 다시 숨이 끊어졌어. 그러자마자 얼른 손발을 다
꽁꽁 묶었지. 또 괴물로 변하면 큰일이잖아.

상여 메고 가는 동안 관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난 몰라. 무서워
서 장지까지는 안 따라갔거든.

*
이야기를 마쳤는데, 정말 주위에 서리라도 내린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꼬맹이
하나가 덜덜 떨면서 말했다.
“할아부지, 그거 참말이에요?”
“그럼! 난 평생 거짓부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몸이야!”

정생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오금이 저려서 기분이 엄청 나빴다. 술도 오른 김에 독설이 튀어
나왔다.
“객쩍은 소리 고만하세요. 그런 엉터리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왕고모부는 펄쩍 뛰었다.

“엉터리라니! 그런 괴물을 죽어서 음기로 된 도적이라 해서 조음비(弔陰匪)라 부르는 거야.”
“조음비? 그게 뭐예요? 차라리 좀 같은 도적이라고 좀비라고 부르세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콰당 소리가 났다. 왕고모부가 그쪽을 가리키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앗, 저기 봐라! 조음비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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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이 고개를 돌려보자 사랑방 문이 천천히 열리는 중이었다. 저기에는 백부 관밖에 없는데?
사랑방 문틈으로 하얀 옷에 감싸인 시커먼 손이 튀어나왔다.
“으악!”

정생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사람들은 하루종일 장례 절차도 잊을 만큼 정생의 소심함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석
전(夕奠)을 올리고 나오던 당숙 어르신이 미끄러지면서 벼루에 손을 찧으셨다고. 덕분에 엉금
엉금 기어 나왔는데 정생이 먹물 묻은 손만 보고 기절했던 것이다. 그 후 일가친척들이 정생만
보면 조음비가 왔다고 웃어대는 통에 정생은 수원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질 않았다고 한다.

글
이문영

역사, 추리, SF, 판타지를 넘나들며 글쓰기를 하고 있다. 소설 뿐만 아니라 인문
서 쪽으로도 출간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글쓰기 사이트 글틴의 소설게시판지기로
도 활동했다. 장르소설 전문 출판사 파란미디어 편집주간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활
발한 창작활동을 겸하고 있다. 역사추리소설 『신라 탐정 용담』, 어린이 그림책
『색깔을 훔치는 마녀』, 역사동화 『역사 속으로 숑숑』, 어린이 인문서 『그게
정말이야?』, 역사인문서 『만들어진 한국사』를 비롯해서 MMORPG 『무혼』
등 여러 편의 게임 시나리오도 만든 바 있다.

[잘 살다 잘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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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다 잘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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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다 잘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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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다 잘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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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다 잘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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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부인의 상을 치른 비부(婢夫)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하천(下川)의 족증조모 이씨(李氏)가 별세하였다. 올해 80세가
되었는데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고, 결국 임종을 한 자
식도 하나 없었다. 친족들은 모두 원래 자식이 해야 하는 발상(發喪)은 누가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비부(婢夫) 복삼(福三)이 머리를 풀고 나타나 상
차(喪次)에서 망자를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복삼이는 세 살 때 부모를 모두 잃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이씨 부인이 그를 거둬 키웠
는데, 복삼이는 길러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상
차에 자리하여 곡을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천한 비부가 양반 부인의 장례에서 상주 노
릇을 한다며 끌어내려하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복삼이를 기특하게 여기
며 천성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였다. 하지만 복삼이는 신분이 달랐기에 이씨 부인의 수양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부모를 잃은 자식이 입는 상복도 입을 수가 없었다.

출전 : 노상추일기(盧尙樞日記)
저자 : 노상추(盧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73-10-08 ~ 1773-10-10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기분류 : 관직일기,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글 그림
권숯돌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방송작가 일을 하다가 이십대 후반에 심리학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와서는 지금까지
눌러 살고 있다. 글과 그림으로 소통하는 일을 좋아한다.
2019년 다음웹툰에 연재된 독립운동가 윤희순 선생의 일대기『의병장 희순』을
썼다.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가는]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가는
나의 이모는 여러 모로 아름다운 분이었다. 외모도 그렇고 솜씨도 그러했다. 이모의 손을 거친
음식은 그 누구의 혀도 단박에 사로잡을 정도로 맛났고, 음식의 꾸밈새도 단아했을 뿐 아니라,
그 음식을 담는 그릇, 접시, 물잔 하나까지도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이모의 길고 보기 좋은 손끝은 바느질에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였
던) 4학년 때, 뜬금없이 수예반에 들어간 내가 코바늘 뜨기를 시작하자 이모는 기막힌 수를 알
려주셨다. 이모의 지도에 힘입은 나는 코바늘 뜨기에 재미를 붙여 일주일 내내 하얀 수건 가장
자리에 멋진 레이스를 떠갔다. 수예반 담당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떠 간 부분을
주르륵 풀어버리셨다. “다시 해봐.” 하면서. 나는 이모로부터 특훈 받은 실력을 증명해냈으며
선생님이 감탄하신 건 물론이다.

코바늘 뜨기 (출처: 픽사베이)

중학교 가사 실습 시간에 수젓집, 베갯잇, 배냇저고리 등을 만들 때마다 이모의 보이지 않는 손
은 나를 한층 더 우쭐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모가 대신 다 해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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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되어주셨다는 말이다. 남다른 만듦새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감동했고, 이모가 내 뒤
에 있는 한 그깟 가사실습 정도는 우스웠다.
이모는 스스로를 꾸미는 데에도 게으르지 않으셨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무슨 의식처럼 정
성껏 머리를 빗고 부풀린 후에 핀으로 고정시켰는데, 우아하고 풍성한 이모의 머리는, 뛰어도
누워도 절대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참으로 곱게 쪽을 찌셨을 것
이다.

물론 이모의 그런 점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다. 매사에 너무 깔끔하다 보니 결벽증에 가까운 행
동으로 주변을 당황시키기도 하셨다. 사람으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서 악취라도 나면, 절대
참지 않고 즉시 “이게 무슨 냄새야!” 혼잣말을 지나치게 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있건 말
건 “얘, 너, 여기 고춧가루 끼었다. 어서 빼.” 큰일이라도 난 듯 이쑤시개를 건넨다든지 하는 일
말이다. 내 딸들이 들으면 기겁할 말이지만 늘 “여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돼. 늘 좋은 향기
가 나야 돼.”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바람에, 우리 집안 딸들은 꽤 힘이 들었다.

한 번 더 보러 갈 걸

일흔 중반이 되어서도 이모부를 위해 하루 세 끼를 정성껏 차려내시던 이모는 어느 날 아침, 구
토를 하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시간이 꽤 지체돼, 왼쪽 뇌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
야 했다. 이모는 두 달 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셨다. 후에 깨어나셨을 때 언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모를 보러 간 나와 어머니에게 “마늘....” 이라 중얼거리셨다. 도무
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이모의 표정만으로도 그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이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다. 나중엔 사람들이 가도 눈을 뜨지 않는 날이 많아졌
고, 씹는 훈련도 거부하셔서, 배를 뚫어 영양분을 주입했다. 비싼 병원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깔
끔했던 이모가, 냄새에 예민하고, 비위 약하던 이모가, 한쪽에선 식사를, 다른 쪽에선 변 처리를
해야 하는 병실에 누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거나, 눈을 꼬옥 감
은 채 11년을 보내다 가셨다.

2013년 11월 열린 수원교구 권선동본당 지역대항 연도대회 (출처: 카톨릭신문, 2018.11.25)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가는]

막상 이모가 돌아가셨다 생각하니 후회만 남았다. 눈을 뜨지 않으셔도 한 번 더 보러 갈 걸. 건
강하실 때, 함께 식사라도 자주 할 걸...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상념은, 병원측의 말처럼,
이모 뇌의 많은 부분이 제거된 데다, 치매 증상까지 있어 현실인식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면, 11
년 동안 누워서 고스란히 느껴야 했던 그 괴로움을 어찌 하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상상하지 않
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이모의 장례식은 생전 당신의 종교에 따라 천주교식으로 진행되었다. 빈소가 차려진 때부터 발
인하는 순간까지 성당의 장례 위원들이 교대로 그곳을 지키며 보통 ‘연도’라 불리는 ‘위령기도’
를 드린다. 우리나라 타령 같기도 하고, 불교의 독경 같기도 한, 매우 심플한 단조의 곡조가 끊
어지지 않고 내내 빈소를 지킨다.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은 ‘성서’, ‘종’과 ‘성수’, ‘향로’ 등의
여러 도구를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곡하는 것이 금지된 기독교에서, 며칠간 ‘곡’처럼 들리는 ‘곡
조’ 속에 파묻혀, 종소리를 듣고, 향을 맡고, 관 주위를 돌고, 꽃을 드리는, 조금 번거롭다 싶은
의식을 치러낸 후 오는 피곤함으로, 내가 조금 위로받았다고 하면 불경한 일일까.

장례란 결국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의식

사실 게으른 나는, 매사 가급적 적은 노력으로 큰 효율을 얻는 게 최고라 생각해왔는데 개신교
장례절차는 이런 내 생각에 딱 들어맞는 매우 조용하고 간단한 형식이다. 빈소와 장지에서 드
리는 몇 번의 예배에는 기도와 찬송가 간단한 말씀 전례가 있는데, 천국에서의 삶을 고대하는
기독교 교리 덕분에, 심하게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절망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장지에
서, 타들어가는 관을 보면서도,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본질은 저기 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미 하늘에 있다.’는 희망 속에서 담담히 슬픔을 참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을 뵙고 나올 때면, 마음에 비해 간소한 예배 형식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개신교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형식의 천주교 절차에 따
라 이모의 장례를 치르며, 장례란 결국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의식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만
일 이모를 개신교식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보내드렸다면, 유족의 육체가 덜 피곤했던 만큼,
마음은 오래도록 더 허전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영화 <축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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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는 다분히 현세적인 종교야, 아니 종교라기보단 말이야 하나의 생활계율이자 학
문인 셈이지. 그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신이 죽은 조상이야. 살아서
의 효는 계율이지만 죽어서의 효는 종교적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효가 얼마나
크고 엄숙한 것이야.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장면 때문이야,”
“그렇다면 장례식은 그 규율과 종교가 만나는 접점이 되겠구만.”

“그렇지, 예전에는 3년 시묘살이까지 해야 끝났던 우리 장례의 복잡한 이치 그것도 따
지고 보면 현세적 공경의 대상인 사람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이전시키는 유교적 방
식인 셈이지 제사는 종교적 효의 형식이고, 장례는 그 중 가장 진지한 효도의 형식인 셈
이야.”

영화 <학생부군신위>, 1996

1996년 영화 <축제>에서 등장인물들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임권택 감독이 만든 이 영화
에서 우리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한 사람이 떠나가는 데에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치는지, 이를
위해 살아있는 자들이 얽히고설키며, 그래서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어떻게 산 자들의 축
제가 되어 가는지를 목격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박철수 감독 역시 같은 소재를 가지고 <학생
부군신위>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축제>는 이청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
고, <학생부군신위>는 황지우의 ‘여정’이라는 시가 그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영화에서
모두 속광으로부터 임종, 고복(초혼), 사자상, 부고작성 및 발송, 수시, 발상, 명정, 습, 반함, 염,
입관, 성복제, 영좌, 빈소설치, 발인제, 천구, 노제, 하관, 실토, 반혼, 초우제에 이르기까지, 우
리나라 고유의 유교식 장례풍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축제>의 마지막은 산에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주인공과 가족들이 집 계단에 앉아 사진을 찍는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가는]

장면이다. 어머니보다 먼저 간 큰 형이 밖에서 낳아온 딸,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인 주인공의 조카 용순이 느릿느릿 나타난다. 이리 오라는 가족들의 손짓해 마지못한 척,
사이에 끼어 앉는 그녀. 다 함께 사진을 찍는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있자, 보고 있던 동네
사람이 한 마디 거든다.
“무슨 초상났냐?”

그 말에 비로소 모두 와르르 웃는다. 그들의 웃는 얼굴에 스톱이 걸리며 영화가 끝난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준 모양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
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
어 개어놓듯 곱게 벗어놓고 가신 하얗고 조용한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배추
꽃나비 위에 실려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립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안
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
요. 그래서 이다음에 어른이 되고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줄 거에요. 은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기 (출처: 픽사베이)

그들 역시 언젠간 죽을 테지만, 이 역시 삶이 아니던가.

주인공 준섭이 쓴 동화의 마지막 구절처럼, 좋은 삶의 끝은 산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부군
신위>의 모티브가 된, 황지우의 시 ‘여정’의 마지막 구절 역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산 자들
의 삶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 역시 언젠간 죽을 테지만, 이 역시 삶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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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바람 없고 맑고 찬 아침, 한 채의 꽃상여를 짓고 앞바다 솔섬으로 사람들은 건
너갔다. 여인들은 물가에 남아 울었다. 섬의 부족한 흙으로 할아버지를 묻고 사람들은
돌아갔다.
통통배로
직행버스로
고속버스로
택시로
혹은 비행기로
모두들 일이 밀렸다고, 목포로, 광주로, 부산으로, 혹은 서울로, 혹은 엘에이로

삶 (출처: 픽사베이)

글
홍윤정

1999년에 KBS 시트콤 작가로 데뷔,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은 영화 <수상한 그녀>, <반창꼬>, <블랙가스펠>, <최강로맨스> 등이며,
<수상한 그녀>로 춘사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

선조의 유훈(遺訓),

독서종자실(讀書種子室)
인간이 탄생함에 있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항
상 슬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과 비교하여 한 없이 나약해진 모습으로 죽음을 기
다리는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떠난다면 남겨진 후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 죽음이 두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들은 죽음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유훈을 통
해 후대에도 계승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신이 닦은 학문을 유훈을 통해 후대에 계승하고자 했던 편액을 조명하
고 선인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유훈이 담긴 ‘독서종자실’ 편액은 경상북도 성주군 한개마을에 건립한 응와종
택 사랑채에 걸려있습니다. ‘독서종자’는 ‘글을 읽는 씨앗’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응와 이원조
가 할아버지 이민겸의 자녀 교육과 집안 대대로 전해 오는 학문을 기념하고 자손들의 글 읽는
소리를 기대하며 건 편액입니다.
조선시대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주제를 맞이하여, 선조의 유훈 ‘독서종자’라는 가르침을
대대로 실천한 성산이씨 응와종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국공신의 씨앗, 성주군에 뿌리 내리다

경원사(景源祠) (출처: 성산이씨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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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은 성산이씨의 성역이자, 1천여 년 이상 터 잡고 살아온 곳입니다. 성주읍 경산동
324번지의 성산재(星山齋)에는 성산이씨 시조 이능일(李能一)의 위패를 모신 경원사(景源
祠)가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수훈을 세워 개국공신(開國
功臣)이 되었습니다. 고려 건국 후 태조왕건의 딸 정순공주와 결혼하여 임금의 사위가 되었고,
벼슬은 정1품에 해당하는 사공(司空)에 이르렀습니다. 성산재 안에는 그가 물을 마셨던 우물
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개마을 전경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응와종택 북비(北扉) (출처: 경북나드리)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

성주군에 위치하는 한개마을은 영남지방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이어 세 번째
로 민속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개마을은 1445년에 이우(李友, 1905~1950))가 처음 들어온 이래로 현재까지 성산이씨 집
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빛나게 한 인물은 조선 영조 때 사도세자의 호위무관이었
던 돈재(遯齋) 이석문(李碩文, 1713~1773)입니다. 1762년 사도세자가 갇혀 있는 뒤주 위에
영조가 이석문에게 큰 돌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자 “신은 죽더라도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시를 어긴 이석문은 이튿날 곤장 50대를 맞고 벼슬을 강탈당한 뒤에 고향
인 성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절의(節義)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노론
인사들이 집 앞을 지나자 남쪽으로 있던 문을 뜯어 북쪽으로 옮기고 사도세자를 향한 그리움
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북문은 북비(北扉)라 편액하고 이석문의 의리와 지조를 상징하
게 되었습니다.

선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만귀정(晩歸亭)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한개마을 성산이씨 집안은 대가 끊이지 않고 가학을 이어가며 후손이 대성하길 원했습니다.
이석문 이후 응와 이원조에 이르기까지 두 아들이 양자로 나가고 양자로 들어와 두 집의 가
계를 계승했습니다. 이원조도 큰 집의 대를 잇기 위해 이규진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러
한 관계에서 할아버지 이민겸(李敏謙, 1736~1807)의 엄격한 자손 교육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스승과 제자가 돼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이규진(李奎鎭,
1763~1822)에 이어 이원조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바탕으로 아들과 손자들은 가족 간의 교육을 통해 집안 대대로 학문을 전승
해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원조는 1809년에 18세로 문과에 급제해 좌부승지,
군자감 정, 병조 참판 등의 내직과 제주 목사, 경주 부윤 등의 외직을 거쳤습니다. 만년에는 성
주군에 만귀정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이처럼 이원조는 20대 초반부
터 187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여년을 내직과 외직에서 종사하면서 수많은 학자들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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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많은 서적을 남겼고 후학을 양성하며 강학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원조의 후손으로는 조카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 있습니다. 그는 이원조
의 학문과 성산이씨의 가학을 계승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하였으나 일체
나가지 않았으며, 수많은 저술을 하여 퇴계 이황, 율곡 이이, 화담 서경덕, 노사 기정진, 녹문
임성주 등과 함께 조선 이학육대가(理學六大家)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원조의 손자 이
관희(李觀熙, 1824~1892)가 있습니다. 그는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을 때 사람을 대할 때에
는 정성을 다하여 모두가 그의 덕에 감탄하여 ‘살아있는 부처[活佛]’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
당하는 일화는 1894년 동학당이 마을을 약탈하자 몸소 그 소굴에 가서 의로써 무리들을 깨우
치니 모두 감복하여 스스로 멈췄다고 합니다. 그 외 한주 이진상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인 대
계(大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가 있습니다. 그는 유림의 일원으로서 을사조약을 반대
하다 옥고를 치렀고, 1913년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의 자주 독립운동을 역설하다 병으로 사망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7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했습니다. 이처럼 선조의 가
르침을 바탕으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을 알리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 씨앗이 되라, 독서종자(讀書種子)

사랑채에 걸린 '독서종자실' (출처: 부산일보 2018.09.05)

독서종자실(讀書種子室)

82.5x24.3 / 예서 / 성산이씨 응와종택
(출처: 한국국학진흥원_한국의 편액)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

아, 사람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으니, 아비가 전하고 아들이 계승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면 비로소 ‘종자(種子)’라는 이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뜻을 돈독히 하고 힘써 실천
하여 서책에서 옛 도를 찾아 참으로 ‘독서(讀書)’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또한 각자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이에 기록하여 후손들을 기다린다.
(출처: ｢독서종자실기｣, 응와선생문집)
편액의 의미를 알면 선현들이 지향했던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와종택 사랑채에 걸린 ‘독
서종자실’은 이원조의 유훈을 담은 편액으로, ‘독서종자’는 대대로 글을 읽는 씨앗이 되라는 의
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민겸의 자녀 교육 및 가학을 기념하고 자손들의 글 읽는 소리를 기
대하며,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이를 받들어 학문 정진과 자녀 교육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크게 슬퍼하거나 암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
담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를 유훈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응와 이원
조는 선조의 가정교육에 감사함을 보답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가법(家法)으로 오랫동안 전승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종자’라는 유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음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
으로 보지 않고 가학을 전승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
를 누군가는 가깝게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멀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받아
들여야하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응와 이원조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남긴 유훈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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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
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개발팀의 이상호팀장님께서는 미시사적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살인사
건을 다각도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일상사의 지평을 넓히신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을 주제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시적인 사건을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입니다. 지금도 미시사 연구의 표본
처럼 알려져 있는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 역시 당시 남아 있던 재판
기록들을 모아 그 사건을 그대로 복원했던 것이죠. 1751년 두 명의 기찰군관이 살해당했
던 이 사건 역시 경상감사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가 매우 자세하게 남아 있었고, 또 관련 연
구들이 충분해서 사건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스토리 이슈]

2. ‘안음현 살인사건’이 기록된 여러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은 기록과 그것이
왜 인상 깊으셨나요?
이 책은 당시 경상감사였던 조재호(趙載浩)가 중앙정부에 올린 살인사건 보고서[장계]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장계는 조재호가 경상감사로 내려오면서 매일을 기록했던 영영
일기와 함께 편집되어 있는 영영장계등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건 전체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재구성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장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검시의
기록이에요. 아마 당시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도 올려 졌을 텐데, 그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장계에는 아마 정리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시신을 검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인을 밝히려 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
니다. 물론 책에서는 가장 읽기 지겨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의 형사사건을 얼마
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조선시대 시체 검안 모습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3. 조선시대 법의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당시 경상감사였던 조재호(趙載浩)가 중앙정부에 올린 살인사건 보고서[장계]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장계는 조재호가 경상감사로 내려오면서 매일을 기록했던 영영
일기와 함께 편집되어 있는 영영장계등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건 전체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재구성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장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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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에요. 아마 당시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도 올려 졌을 텐데, 그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장계에는 아마 정리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시신을 검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인을 밝히려 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
니다. 물론 책에서는 가장 읽기 지겨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의 형사사건을 얼마
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4. 이 책에서 자세히 나오는 형사시스템 중 쓰기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웠던
내용은 어느 부분이셨나요? (형벌제도, 사법절차, 검시기록 등)
사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어서 어느 하나도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
일이 자료를 찾아보고,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형벌제도나
사법절차, 검시기록 등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확인해서 그 원칙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원칙과 적용이 안음현 살
인사건 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을지를 상상하고 이를 머리로 그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이었죠. 신장만 해도 소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가 읽어도 머릿속에 그
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죠. 더불어 검시에 사용되는 자나 검시 순서, 그들이 들고 있는 척도
는 어떠한 것인지 등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요. 배율을 높여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집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이유에요.

5. 사인(死因)과 관련한 법의학적 소견, 의학적 지식과 법학적 지식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법의학적 소견은 당시 기록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기록 역시 신주무원록
에 따라 시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기록 자체를 신뢰해야 했고요. 다
만 그들의 사인을 좀 더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자문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에 시장을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쭈어 보았더니, 의외로
당시 초검관과 복검관이 내렸던 결론이나 현대 의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비
슷했어요.

6. 후속 작품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 일상사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이 서비스 하는 <스토리테마파크>는 일상사 기록 중심이다 보니, 이
미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배율을 높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집필 이후 몇몇 전문가들 역시 <스토리테마파
크> 기록을 중심으로 집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관련 주제들을 보면 ‘세곡선 난파사건’
이나 ‘무관들의 일상’, ‘만인소 운동’, ‘임진왜란 때 일상인들의 삶’, ‘선비들의 여행’, ‘투장
사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7. 특별히 이 책을 권하고픈 독자가 있다면?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시나요?
일반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몰랐던 조선의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선시대 일상인들의 삶을 통해 현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

[스토리 이슈]

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책은 <스토리테마파크>도 그런 것처럼, 창작자들에게 한 발 더 다
가서기 위한 것이에요. 사건 전말 자체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 주면, 창
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특기인 새로운 스토리와 갈등 구조를 얹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요. 이 책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지식에 바탕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극을 준비하는 창작자들께서 관심
을 가지고 읽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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