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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한 여성이면서, 위인의 반열에 오른 신사임당의 생애사속

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찾아 그녀의 가정환경과 자녀교육 방법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족생활에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질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신사임당의 생애와 평가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임당의 생애사

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Walsh. F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에 기초하여 생애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요인을 성장기와 결혼 이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발현된

가족 레질리언스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급속한 가족해체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이나 가족 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부재한 가정이 대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사임당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가족의 강점(가족 레질

리언스)들이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 상황과 부모역할 수행에 좋은

모델의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방법은 생애사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기별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간성을 근

간으로 가족생애사건을 분류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찾아내는 내용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용된 자료들은 신사임당과 관련된 평전, 사료, 관련 논문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임당의 원가족은 신념체계 중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와 ‘초월과 영성’ 부분

이 두드러진 강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임당의 어머니의 신념과 역경에 대한 행동

은 사임당의 결혼이후 신념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사임당은 이러한 영향으

로 역경의 시기에 예술 활동의 승화와 가족의 유지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신념을

유지했다..

둘째,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사임당의 성장기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하

였다. 당시에 가문의 격이 높은 양가의 가계도를 갖고 있었으며, 여성에게 가정교육

을 하였다. 외조부모와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은 예술적 재능과 학문적 능

력의 토양이 되었다.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결혼 후에도 가족 레질리언스로

평생 작용하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임당의 예술 활동 지원자 역할을 하였고 특

히 7남매의 자녀들은 사임당의 중요한 사회심리적 자원이었다.

셋째, 성장기 원가족 가족 의사소통 패턴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하였다. 또한 상

호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결혼이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명료하고 원활하였으며 이는 곧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의사소통 과정 전수 및 학습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부모자녀

간의 대화, 부부대화에도 변하지 않은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

사임당의 생애사를 볼 때, 실제로 현대의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직장으로 인

한 별거 가정, 맞벌이 가정 등과 유사한 가족생활형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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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와 가족의 힘으로 작동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특성이

존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한 가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녀에

게 좋은 부모모델이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이나 매창과 같은 인재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본 가족의 레질리언스 형성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 가

족의 요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역경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대처하는

힘은 시대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신사임당 가족 3대의 가족 강점(가족 레질리언스)과 민주적인 교육철학,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주제어 : 신사임당, 생애사 연구, 가족 레질리언스, 부모 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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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산

업화, 정보화,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어왔고, 그 부산물로 파

생된 개인주의,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과 함께 가족해체 현상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생활양상은 대부분 사라지고 핵가

족화와 맞벌이 가족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한 가족상과 좋은 부모양육의 의미가 쇠

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

정 되었으며 가정해체의 촉진을 유발시키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문제에 대한 사후 대

처 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가족문제에 개입하고 사회적인 혜

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즉 정부는 건강가정기본

법에 기초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 2차에 걸쳐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제3차 건

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가

족, 맞벌이 가족 등으로 가족의 규모 축소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남

에 따라 유형별 가족에 맞춘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전문상담사의 취약가정 방문 상담, 현장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의 내용

으로 가족 간의 갈등 예방 및 해소,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에 역점을 두

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다세대 가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급속한 가족해체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현재에는 자녀교육

이나 가족 문제의 해결에 있어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위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 회복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위인들 중 가장 먼저 친근하게 떠올리는 위인 중 한 사람인 신

사임당은 그 자신 훌륭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이며 자녀교육에도 성공한 어

머니이다. 신사임당 또한 외조부모와 부모 등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기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는 가족

의 레질리언스가 바탕이 되고 있다. 위인들 중에서 특히 가족이나 자녀교육과 관련

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사임당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 또한 현재의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임당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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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 서점 3곳에서 판매된 아동대상 위인

전집 중 판매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된 11종의 전집에 등장한 한국의 위인은 총 77

명에 속하고, 최다등장은 10회에 7명이었는데, 신사임당은 한국의 위인전집에 최다

수록된 7명의 위인 중 유일한 여성이다(정민자⋅윤경원,2016b:7).

한국은행은 2007년에 신사임당을 화폐의 인물로 선정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시대정

신을 반영하며, 자녀의 재능을 살린 교육적 성취를 통해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서울신문, 2007.11.06, 2면).

한 나라 화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 인물이 그 사회의 다수에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존경과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나라의 정

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금희, 2015:125)

현재 우리나라 5만원권 지폐의 인물이 바로 신사임당이다. 그런데 한국 최고 금액

지폐의 주인공이 신사임당이라면 일본의 5천엔 지폐에는 근대 여성 소설가인 히구

치 이치요(1872-1896)가 있다. 이들은 비슷한 가치의 지폐에 공통의 여성이지만 생

애사적 경험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이치요는 24세에 폐결

핵으로 요절할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난과 역경 속에 가족 생계부양과 글

쓰기를 해야 했던 치열한 여성으로서 2004년 일본의 경제 불황기에 그녀의 생애가

모델이 되었다(정민자,2016c:339). 반면에 한국의 신사임당은 양성평등적인 생활과

예술가로서 여성,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 부모로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아 선정된

것을 보면 시대적 상황과 맥락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사임당을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정은(2016)은

「사임당평전」을 통해 현모양처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사임당을 “스스로 빛났던 예

술가”로 평가하였으며, 임해리(2015)의「사임당」, 정옥자(2016)의「사임당전」, 고

연희외 4인(2016)의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에서도 현모양처라는 남성중심

의 왜곡된 평가 일색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 독립적이고 재능 있는 한 여성으로서

사임당의 참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단순히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현모양처로만 분석하지 않

고, 그녀의 삶을 재해석하여 예술가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드라마가

등장하기도 했으며(SBS, 2017), 조선의 창의적 인재인 이이(율곡)를 키워낸 사임당

의 탁월한 자녀교육법에 대한 평가 작업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자녀들에게 인생의 뜻을 세워 살 것을 장려하면서 그녀 스스로 자기계발과 성

장을 멈추지 않는 실천을 보였던 현명한 부모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에서도 여성 위인의 반열에 올라 있고, 현

명한 부모의 모델로서 신사임당을 선택하여, 신사임당이 좋은 부모로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성장 배경, 특히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사건에 대처하는 사임당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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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등은 어디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장기에 좋은 부모 대상(Hamilton,2007:419), 그리고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란 오뚝이 같은 탄력성,

유연성의 개념으로 어려움을 딛고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전의 능력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민자,2016a:25).

본 연구가 신사임당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형성과정을 보고

자 한 것은, 양적 연구에서 나타낼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구자

가 연구대상에 대해 보는 관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애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며, 생애사적 관점이

란 가족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틀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활 사건과 개인

의 발달, 관계의 발달, 사회적⋅역사적 사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리고

생애 초기 시기가 후기의 시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Morgan,1985. 문혜

선,2012.재인용).

신사임당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함으로써, 사임당을 포함한 가족의 경험이 생애

주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족 생애사

적 접근으로 보게 되면 가족 관계와 역할, 구조 등을 시간, 공간, 주기 별로 구분지

어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생애에 걸쳐 일어난 경험

들이 시간과 과정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며,

따라서 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 관점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방법으

로 채택하였다(문혜선,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생애사적으로 어떤 가정

환경과 맥락, 시공간들이 서로 연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힘(가족 레질리언

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거나 전문가인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과 이미지를 주고 있는 조선중기의 신사

임당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4남 3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좋은 부모상, 여성 위인의 위치를 가진 신사임당의 생

애사 분석을 통해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부모 됨이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의 영향력은

가족환경과 맥락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철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좋은 부모교육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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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본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 영향력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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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사임당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¹⁾

조선은 이성계(1335∼1408)를 중심으로 한 신흥사대부 계층에 의하여 1392년 건

국되었다. 새 왕조는 유교적 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다.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를 배격하며 성리학을 이념화하는 것이었다. 성리학의 우주관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조화 속에서 일정한 위계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인간세계에까지 적용되며 사람과 사람 간의 위계질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유교의 이상으로 정의되었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剛)으로 군신과 부자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이

르는 내용으로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오륜은 인간관계에 있어

서의 도리를 이르는 것으로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

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이 다섯 덕목이다. 삼강의 덕목에

연장자와 어린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친구간의 관계를 더한 것이다.

삼강오륜의 덕목 가운데 여성들의 삶과 가장 관계가 깊은 덕목은 부부유별이다.

삼강의 부위부강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에 있어 수평적 개념이었던 것이, 삼강

과 오륜을 합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수직적, 종속적 개념으로 해석함으로

써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이라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문화가 오랫동안 사회 전반을 이끌었으므로 유교문화가 자리 잡기까

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아직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대등하던 시대

였다. 우리가 조선시대하면 흔히 연상하게 되는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자는 하늘이

고 여자는 땅이라는 남존여비 사상은 17세기 중반 이후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정

착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혼인풍습이나 재산상속, 제사봉사(祭祀奉祀) 등에서도 고려시대의 영

향이 많이 남아 있어 여성들의 지위가 남자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유교적

인 가족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남자가 혼인을 하고 신부 집에서 사는 처가살이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를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부터 내려

1)위의 내용은 권내현외3인(2011).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3-조선시대.서울:웅진싱크빅.

김인호외2인(2011).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2-고려시대.서울:웅진싱크빅.

김훈식외7인(2015).조선시대사2-인간과사회.서울:도서출판 푸른역사.

계승범(2014).중종의 시대.서울:역사비평사.

신병주(2003).하룻밤에 읽는 조선사.서울:중앙M&B출판.

임해리(2015).사임당.서울:도서출판 인문서원.

이들 문헌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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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우리의 일반적인 혼인풍속으로 기록상으로는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

制)에서 비롯되었다.

사임당의 외조부인 이사온과 아버지 신명화도 당시의 풍습대로 처가살이를 하였

었다. 사임당이 혼인 후에도 시집이 있는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20여 년 가까이

친정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사임당에게 남자 형제가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이

러한 남귀여가혼 풍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혼인풍속뿐만 아니라 재산상속이나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 전기에는 여성의

권한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성도 제사에 참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남자형제가 없

을 경우에는 제사를 전담할 수도 있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적장자상속이 아닌

자녀균분상속으로 남녀의 차별이 없었으며, 부부별산제로 여성이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후에도 시가나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는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한 유교적 제도보다는

고려시대의 전통적인 관습이 아직까지는 일반백성들의 생활문화에 더 큰 영향을 끼

치던 시대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인 16세기 이후 유교적 규범이 강화되고 주자가례,

소학 등이 보급되면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 경제 ,문화

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이 점점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졌다. 조선시대에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부

여된 중요한 임무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과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일, 그리고 남편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 등 남성에게 헌신하는 것

이었다. 당시에 여성이 접할 수 있었던 서적은 중국의 「여교서」, 「여훈」,「여론

화」,「열녀전」등이 있었고, 소혜황후 한씨가 지은 「내훈」이 있었다(유정은,

2016;31).

이들 서적들은 대부분 여성을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부덕을 강조하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소혜황후 한씨가 지은 『내훈』은 여성의 언행, 부모에 대한 효

친, 혼례, 아내의 도리 등 7장에 걸쳐 여성들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선사회가 원하는 여성관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가정생활을 올바로 영위하고 모성을 함양하여 자녀교육에 힘쓰라

고 하는 등 가정 내로 여성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렸던 여성들의 위상은 조선사회 중기를 거쳐 후기

로 갈수록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과 정옥자(2016)의 저서 ‘사임당전’을 참고하여 사임

당 생존 시 조선의 정세 연표와 사임당의 연보를 ❲표1❳과 같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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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연령)
신사임당 연보

연 도

(연호)
조선의 정세 연표

1504

(1세)

10월29일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

서 신명화와 용인 이씨의 다섯

딸 중 둘째로 출생

1504

(연산군

10년)

갑자사화-폐비 윤씨의 복위를 추

진하려는 연산군의 정책에 사림파

관료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비롯

됨

1506

(중종

1년)

중종반정- 연산군 폐위 후 중종

제11대 왕으로 즉위

1510

(~7세)

외조부모와 부모의 교육을 받으

며 그림공부를 시작함-안견의

화풍을 본받은 산수화와 초충도

를 그림.

1510

(중종

4년)

3포왜란으로 일본과의 공식외교

중단

1513

(~10세)

•유년기부터 경전에 능통하고,

글씨와 문장에 뛰어남

•바느질과 자수에도 솜씨를 보

임

1512

(중종

6년)

임신약조 체결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됨

1516

(13세)

부친 신명화(41세)가 한성에서

진사시험 급제.
1519

(중종

13년)

기묘사화-조광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남
1519

(16세)

기묘사화로 많은 학자들이 죽임

을 당하나 아버지 신명화는 화

를 면함

1521

(18세)

•외조모 최씨 별세

•신명화공이 강릉으로 내려오

던 중 병을 얻었으나 이씨 부인

이 단지하여 기도한 후 회복됨
1522

(중종

16년)

왜구와 여진족의 잦은 변방 침입

으로 경비기관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됨

1522

(19세)

•이원수와 결혼

•친정에 머물던 중 11월7일에

신명화공 한양에서 별세

1524

(21세)

•한성으로 시어머니 홍씨부인

에게 신혼례를 드리러 감

•9월에 한성에서 장남 선을 출

산

1527

(중종

21년)

작서의 변-세자를 저주하였다는

모함을 받고 후궁 경빈 박씨와 아

들 복성군이 죽임을 당함.
1528

(25세)

모친 이씨 부인의 열녀정각이

강릉에 세워짐

❲표1❳ 신사임당의 생애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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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26세)
장녀 매창 출산

1530

(중종

24년)

이행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을 편찬

1531

(28세)
2남 번을 출산

1531

(중종

25년)

조선 전체 인구가 396만 5253명으

로 집계됨.1533

(30세)
2녀 출산

1536

(33세)
3남 율곡 출산

1545

(명종

1년)

•명종즉위

•을사사화-표면적으로는 윤씨 외

척간의 싸움이었으나 사림파에 대

한 훈구파의 공격이었음

1538

(35세)
3녀 출산

1540

(37세)

병환으로 자리에 누움 –5세 율

곡이 사당 앞에 엎드려 기도함

1541

(38세)

•강릉친정에 갔다가 한성으로

돌아옴(시를 지음:유대관령망친

정)

•한성 수진방에서 시집의 살림

을 주관하기 시작함.

1542

(39세)
4남 위 출산

1547

(명종

3년)

정미약조- 3포왜란으로 단절되었

던 일본과의 국교 재개

1550

(47세)

이원수공이 수운판관이라는 관

직을 시작함.

1549

(명종

5년)

이홍윤•배광의 사건

1551

(48세)

•삼청동으로 거처를 옮김

•이원수공과 아들 선,율곡이 함

께 평안도로 공무차 내려감

⋅5월17일 새벽 병으로 누운지

3일 만에 별세함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사

지냄

1550

(명종

6년)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편액 설치

1551

(명종

7년)

양종선과 설치-시경승에게 도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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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사 연구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생애사 연구는 최근에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한 장르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에서 매우 각광을 받으며 활용되고 있다. 생애사 연구의 기원은 20세기 초 미국 원

주민인 인디언 추장의 자서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생애사 연구는 사회

학과 여러 인문학에 적용되게 되었고, 사회학 연구의 산실인 시카고 학파에서 번창

하였다.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부에서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는 사회학의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활용하였다.

시카고 학파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활용하여 미국의 도시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개인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탐구하는 한편으로, 생애사

연구를 방법론으로 정립하는데에 힘을 기울였다(김영천⋅한광웅,2012).

생애사란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

한 것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흐름 안에

서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밝혀준다(박성희,2004). 개인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

한 사실은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와 역사, 문화 나아가 시대적인 배경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영천(2013)은 ‘이 때 한 개인이 하는 기술은

반드시 그 개인의 삶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인이 처한 환경과 문화까지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 삶이 담고 있는 공공적인 맥락을 시간의 전경 속에서 발견하

는 연구방법으로 개인 삶의 이야기의 시간성을 축으로 삼아 사회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야기를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의 경계를 허

물고, 개인이 살아온 삶을 구술하고 그 맥락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Goodson,2008). 생애사 연구에서의 초점은 삶의 이야기의 전경

인 시간성을 중심으로 하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에 걸쳐진 사회적 조건의 변

화와 영향, 사건이 개인에 미친 영향,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사회

적인 조건의 생성과 성숙, 소멸의 운동에 관해 연구한다(Miller,2000). 이러한 점에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과 사회적 조건이 상호 작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평 간의 교섭

이라는 시간의 축에서 조명한다(길은영,2017).

시간은 생애사 연구의 성격을 이해하는 범주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 오랜 동안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Miller, 2000). 생애사 연구에서 참여자의 삶은 시간 내에 자리

잡은 삶이다(Goodson & Sikes, 2001). 생애사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일직선상의 연대기로 파악한다. 연대기에서 과거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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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래는 시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다.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해설자가 아니고, 시간

의 축을 중심으로 생애를 구조화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는 내러티브 필터가 되고

(Zeller, 1995), 따라서 생애사 연구자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 공존하는 다양한 의

미들을 일정한 구도로 배열하고 배치한다는 점에서 선택적이며, 그때의 배치는 분

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때에 생애사 연구자는 참여자의 삶의 기억을

선택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Languiness & Frank, 1991).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과 그에 관한 특징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사회적인

조건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문화연구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생애

사 연구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인생이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생애사 연구

법을 통한 배움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

람의 생애사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

영천, 2013). 박성희(2003:38)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재인식할 수 있

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연속적 발달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인간의 여러

시기에 걸친 경험들이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재구성되고,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삶

에서 봤을 때 직선상의 발달이 아닌 끊임없이 진행되는 연속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생애사의 연구단계는 참여자의 구술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구술 자료를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타당도를 검출하여 최종적으로 글쓰기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Atkinson, 1995). 구술면담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화보다 상세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보다 깊이

있고 명확하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구술 자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계속적인 면담을 통해 수집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

질 수 있고, 따라서 참여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거나 참여자의 신분이 드

러날 수 있는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Miller, 2000). 구술면담 시,

연구자는 참여자를 존중해야 하며, 복잡한 용어의 선택은 가급적 피하고 일상적 언

어를 사용하며 의도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참여자의

구술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술면담에서의 가장 좋은 기법은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보여주는 것에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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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할 주

제와 경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감성을 갖추어야

한다(김영천⋅한광웅, 2012).

다음으로, 구술면담 후 수집한 구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

제가 대두된다. 구술면담은 단순히 자료의 가치중립적 전달이 아닌, 자료의 해석을

통한 앎이 생성되는 장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의 실재를 결코 순수한 형태

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적 세계로 구성한다(Atkinson, 1995). 생애사 연구

에서는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다양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과거

의 흔적을 재구성한 삶의 이야기는 그것을 해석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동

의 산물이다(Hamett, 2010). 생애사 연구의 구술 자료 해석에 있어서 범주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연구자는 구술 자료 들을 실로 꿰듯 연결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관점

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연구자의 자기성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연구자의 이론

적 정향 및 관점은 자료수집 시부터 작동하게 되므로 구술자료 해석에서 연구자의

자기비평과 성찰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질적 연구 역시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가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타당도의 준거를 개발하여 왔다. Lincoln & Guba가 제시한 타당도의

준거들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생애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

식으로 ‘참여적 타당도’를 들고 있다. ‘참여적 타당도’란 생애사 연구의 참여적 성격

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생애사 연구에서 ‘참여적 타당도’는 쉽게 확보되지는 않는다. 만약

연구 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가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만큼 참여자의 참

여가 연구과정에 명확하고 적극적이라면 ‘참여적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Lincoln & Guba, 1985).

생애사 연구의 최종 산물은 수집한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표현한 글이다(Cole &

Knowles, 2001). 생애사 연구의 글쓰기는 화자의 시점과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다

양하지만, 생애사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체로 기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도구라는

공통성이 있다.

생애사 연구의 본질은 연구분석이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눈으로 분석되고

해답을 찾게 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법은 연구자의 제한된 연구의 범위

를 벗어나 생활환경 내에서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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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사 선행연구 고찰

생애사 연구방법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탐구는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

태이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현상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점차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동성은 생애사 연구와 연구방법론 적으로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는

등 생애사 연구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김영천·한광웅,2012:7)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애사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계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해 생애사적 연구로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기로 한다. 정우수(2015)는 ‘한국축구의 개척자 김화집의 생애사’라는 논문에서 한국

축구의 발전에 공이 큰 축구인 김화집의 생애와 체육인으로서의 삶, 그의 체육사상

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생애 시기별로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분

류하여 정리하고,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축구선수, 지도자, 교육자, 행정 및 축구심

판으로서의 활동 등 4가지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평생을 축구인으로 살

면서 한국축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국축구

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그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규혁(2014)은 연구자인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대표 선수의 삶에 대

한 자문화기술지’라는 논문에서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였던 자신의 삶에 대해 기

술하고 있다. 자신의 국가대표 운동선수 경험을 통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대표 운동선수들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질적 연구방법 중 자전전

문화기술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였으며, 국가대표 선수 집단이 형

성하고 있는 문화의 이해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주형철(2008)은 ‘윤곡 김운용의 생애와 그가 한국스포츠 외교에 미친 영향’에서

한국 체육계의 거목으로 한국 스포츠와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전 IOC 위원 김운용이

한국 스포츠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생애 구분에 관하여 인생의

전환기로 집약하여 그의 삶을 요약하였고, 둘째, 그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인 외교,

가족, 그리고 친구과 동료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셋째,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 김운

용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운용의 많은 업적 중 태권도의 해외진

출과 88서울올림픽, 그리고 IOC위원으로서의 활동 등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

외교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생활체육 여성 참여자의 생애사’(최행수, 2011)는 엘리트 스포츠인이 아닌 일반인

생활체육 참여자의 삶을 생활체육 과정의 변천에 따라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참여자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참여한 복

수 생애사로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생각에 따

라 다르게 인식하게 되므로 경험, 역사, 지각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생활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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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제시 될 수 있다.

임순재(2012)는 ‘출판인 나춘호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를 통해 출판사 예림당의 설

립자로서 한국의 출판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나춘호의 삶에 대해 분석하고 있

다. 임순재는 출판인 나춘호의 삶과 출판활동의 분석을 통해 아동도서 출판의 역사

적 발전과정과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춘호가 출

판인으로서 성공하기까지의 노력과 출판에 대한 그의 철학이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올바른 출판방향을 모색하는데 가치 있는 연구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교사들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연구는 교사로서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육 현장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화(2015)는 ‘유

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생애사를 통해 본 유아교육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근무하

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장 1명과 어린이집 원장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유아

교육자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직 생애 주

기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영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장이 어

떠한 과정을 거쳐 원장이 되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사회적 맥

락에서 알아보고, 개인적인 경험이 원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양을 미쳤는지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초임교사로 시작하여 30년간 한 길을 걸어 원장이

되기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사랑과 희망, 열정이 한국 유아교육 100년사의 한 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유아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점우(2008)의 연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삶과 가르침 : 생애사적 사례연구’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60대 여교사인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본 생에

사적 사례연구로 수행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 현장에

서 교사로서 성장⋅발달한 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축적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방법,

교직경험을 통해 획득한 교사로서의 개인적⋅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밝히고 있다.

‘의사 전종휘의 생애와 사상 : 한국 근대성의 한 초상’(2012)에서 김택중은 한국

감염학의 태두이자 내과의사인 전종휘라는 인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근대성

을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의사 전종휘는 94년이라는 생애를 통

해 한국 근대성을 논하는 연구자들이 근대성의 제도적 요소로 꼽는 병원, 학교, 교

회라는 세 가지를 한 몸으로 구현한 인물이다. 김택중은 이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얼개로 삼아 전종휘의 삶을 재구성하여 생애와 사상, 그의 시대를 살피면서

일본과 미국을 통해 수용되고 정착된 한국 근대성의 의학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김형찬(2008)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 분석한 논문 ‘이승만의 생애와 신앙연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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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앙과 삶이 대한민국의 수립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그의 재임

기간 중 지도력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본, 그의 신앙이 한국교회 성장과

국가 발전에 끼친 영향과 업적들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인의 생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영(2007)은 이순신의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리더십 모델을 문헌과 자료를 정리하여

후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조신호(2015)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

하여 ‘사람 됨’을 가르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순신을 홍익인간이념을 실현한 본보

기 인물로 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하여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오도열(2015)은 「안중근의 의리정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안중근으로부터 시작

된 적극적인 항일운동은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으

며, 세상운영 이치를 천리로 삼을 것을 주장한 안중근의 사상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생명존중정신, 민족애, 인도주의 , 평화주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신사임당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유정은(2013)은 사임당이 예술철학을 할 수 있

었던 바탕과 그녀가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 근본은 현대

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박세영(2012)은 조선

중기 여성인 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생애에 대한 연구에서 뛰어난 예술가로서의 면모

가 아닌 현모양처로만 부각된 사임당과 문학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허난설헌이 ,재

능을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이유를 분석

하고, 두 사람의 삶을 현재의 여성관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강민수(2011)는 전기적 연구방법으로 사임당의 정서적 능력의 형성과 계발 과정을

개인과 분야 그리고 영역이라는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사임당

의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가능케 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는 정서의

인식, 평가 능력이 그 원동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생애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사회적 배경과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위인이나 특정한 지위를 가졌던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속해 있었던 사회의 구조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대

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속하였던 개인적인 배경

과 환경에 따라 같은 역사적 사건도 각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

을 형성하고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임당의 일대기를 통하여 사임당의 삶에 가족이 끼친 영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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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가족해체현상과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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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레질리언스

1)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

레질리언스(resilience)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회복력, 탄력(에센스영한사

전,2011)을 의미하며 “섬유가 외부의 힘으로 변형되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능

력”(다음어학사전,2017)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레질리언스를 인간에 대입시키면

위기나 역경의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발현시킴으

로써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레질리언스의 특성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

지게 하며, 또한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레질리언스는 역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을 통해 형성된다(Walsh, 1998). 레질리언스의

선구자인 Walsh(1998)는 “레질리언스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단지 생존하는 것 뿐 아니라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레질리언스 연구의 시작은 1970년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에

서, 개인의 역경이 단순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성장과 회복의 잠재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박혜란, 2014)

레질리언스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역경을 지배해 온 개인 안에서 발견되는 강점

에 초점을 두어 왔다(Walsh, 1998).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구성원 전체 혹은 가족

안의 개인에게 역경이나 위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때 무너지지 않고, 그 가족

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회복하고 위기 이전의 상황보

다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족집단 역시 생활역경에 직면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복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족 차원의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즉,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단

위가 위기나 역경 상황에 처할 때,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듯이,

가족집단에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 레질

리언스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로 확대된 이유는 가족의 결핍 또는 병리 보다는 가족

의 강점과 자원을 더욱 강조하는 가족학과 긍정적 정신건강과 효과적 기능을 효과

적 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긍정심리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박혜란, 2014).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에 대해 가족학 분야의 학자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는 기능적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Walsh(1998)는 정의하였고, McCubbin

& McCubbin(1998)은 가족 레질리언스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할 수

있고 변화에 직면하여 분열을 방지하도록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Valentine & Feinauer(1993)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어

려움을 견디고 본래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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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생긴 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생존하며 불리한 상황에서 일어서는 능력

과 힘이라고 보았다. Stinnet & Defrain(1985)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긍정적

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긴다고 믿는 가족 능력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Hawley & Dehaan(1996)은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

응하고 번영을 이루는 하나의 궤도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개념화하였고, 가족 레질

리언스는 가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질로서, 레

질리언스가 있는 가족은 위기가 닥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능력이

있는 가족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은 첫째, 가족의 탄력성과 강점은 위기의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나며, 둘째,

탄성의 속성이 있고, 셋째, 역기능적인 측면 보다는 건강한 관점으로 가족을 조명하

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장 어려운 시기란 곧 발전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며, 역경을 피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서기 위해 가족 구

성원이 가진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역경을 회복하고 이전의 상황보다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

다. Silliman(1994)은 레질리언스의 기본적 요소로 위임, 의사소통, 응집력, 적응성,

응집력, 영성, 연결성, 시간의 공유, 효능성을 제시하였다.

McCubbin& McCubbin(1993)은 가족형태와 가족도식,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

결과 대처, 사회적지지 등을 제시하였다. Barnard(1994)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

찰에서 가족측면에서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요인들로 부모-자녀 간의 적합성의 본질

과 정도, 가족의식의 보유 및 유지, 문제 또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와 대응, 부모-자녀 역할 전환의 부재, 유아기 동안의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

년기 동안의 이혼의 부재, 모-자녀 간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는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인에 유념하면 취약성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데 가족 레질리언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가족 레질리언스의 틀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지하

고 강화시키기 위한 예방과 개입 노력을 안내하는 유용한 개념적 지도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에 기초하였으므로, 그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 패턴, 의사소통 과정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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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념체계
⋅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 긍정적 시각

⋅ 초월과 영성

조직유형

⋅융통성

⋅연속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의사소통과정

⋅명확화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은 각각 세 개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으로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이 있

으며, 조직유형은 가족 완충장치로서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기능의 원활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서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표2❳ 가족 레질리언스의 주요 요소(Walsh,1998)

Walsh(1998)가 제안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핵심적 구성요소와 그 하위요

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다(Walsh,1998). 신념

은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우리가 누구이고, 경험을 어떻

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에 대한 본질이다. 가족이 문제와 대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대처와 정복, 또는 역기능과 절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신념체계에는 가치와 확신, 태도, 편견 및 가정이 포함되는데 유익한 신념은 문제

해결, 치료, 성장의 대안을 증가시키지만, 무리한 신념은 문제를 영속시키고 대안을

제한한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가족 집단이 기능적 단위로 역경을 다루는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체계의 첫 번째 하위요소인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가족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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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역경을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과제이자 발판으로 인식하여 역경을 수

용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역경에 대한 긍정적

인 시각으로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지

향하며 역경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서로에게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다. 서로의 기본적인 선의지에 대한 확신은 친밀감과 상호협

력을 성취하고, 관계형성의 신뢰와 기쁨, 위로를 지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 긍정적 시각은 레질리언스에서 매우 중요하며,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

려, 희망과 낙천주의, 적극적 정복은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견디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다.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나 실패를 도전으로 보며 그들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고 도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기에 접근한다. 가족 강점과 가능

성에 대해 확신하는 경향이 있고, 희망을 유지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정순둘⋅유정예,2009). 깊은 절망의 시기일수록, 희망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희망은 동력 에너지원이며, 삶을 재구축하고, 꿈을 갱신하고, 애정을

되찾기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긍정적인 유산을 창조

한다(Walsh, 2007). 신념체계의 세 번째 하위요소는 초월과 영성이다. 초월적 신념

은 삶에 대한 명확성과 고통으로부터의 위안을 준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족에게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가치와 신념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하

며 두려운 현실을 희망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기능적인 가족은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순환적 관점에서 바

라보며, 실패와 성공은 노력에 달려 있고 완전한 실패나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김미옥,2001)

Werner와 Smith(1992)는 영성적 연대성에 의한 의미부여가 장기적 레질리언스에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레질리언스, 믿음, 친밀감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할 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함을 주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지해 주고 회복, 치유, 레질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

이 된다(Walsh,1998). 탄력적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안에 안주하지 않고,

친지나 사회적 지지체계, 종교 또는 전문가 자원을 찾는(김미옥,2001; 정순둘⋅유정

예,2009)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초월과 영성은 보다 큰 가치와 삶의 목

적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와 평가, 확인 등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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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협력의 가치:관계에 기초한 레질리언스, 공유된 도전으로서의 위기,

신뢰의 기초

⋅가족생활주기의 방향–역경과 고통의 재점화 및 정상화

⋅결속감–의미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만한 도전으로서의 위기

긍정적 시각

⋅적극적인 주도성과 인내

⋅용기와 격려하기

⋅희망과 낙관적 관점의 유지–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신감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두기

⋅가능한 것은 정복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기

초월과 영성

⋅보다 큰 가치들과 목적

⋅영성 : 믿음, 친교, 의식들

⋅영감 : 새로운 가능성 계획–창조성, 역할 모델과 영웅들

⋅변화 : 위기로부터의 학습과 성장

–삶의 우선순위를 재 사정, 확인, 변화

-타인을 돕는 헌신 : 사회적 책임

❲표3❳ 가족신념체계들 :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Walsh, 1998)

(2)조직유형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요소인 조직유형은 가족의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

직유형은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적/외적 규범을 유지하고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가족기능의 조직유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융통성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에 그 초점이 있다. 가족은 안정성과 변화의

역동적인 균형으로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적인 가족구조를

유지한다. 가족은 기능상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과 역할, 상호작용

패턴 등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며 가족 내의 구성원들은 약속을 따르도록 기대되고

있다. 융통성은 특히 가족 생활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혼란의 시기에 중요하

며 가족 내의 규칙과 역할 변화에도 필요하다(Walsh,1998). 안정성과 함께, 필요시

에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융통성이 부부와 가족의 높은 기능을 조장한다. 사티

어는 건강한 가족에서 구성원들의 규칙은 융통성 있고 인간적이며 적절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가족체계 안에서의 융통성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만, 개인과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 재조직한다(Sixbe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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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결성이란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하며, 연합, 상호

지지, 분리와 상호협력,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Olson,1993).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이면서

지지적인 가족은 상당한 정서적 분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존

중하면서 위기 시에는 서로 협력하며 고도로 연결될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정서적 연대감을 유지하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

의 명확한 경계를 유지한다(천혜정⋅임유미,2007). 기능적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경

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자신들의 사고 및 감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연결성이 역경의 시기에 소진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재연결을 시도하

기 위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나타내며 상처 입은 관계를 조정하고(Sixbey,2005), 이

러한 재연결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레질리언스의 구성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Walsh,1998).

셋째, 사회·경제적 자원이란 가족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친지

나 확대가족까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홍정

애,2007). 사회·경제적 자원은 가족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적·외적인 환경 자원을 얼

마만큼 잘 조직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에는 친구와 이웃,

동료, 고용주, 교사, 상담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 성직자, 종교집단의 지원, 지역사회

의 조직체 등이 포함된다(Walsh,1998).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실제적인

원조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한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또한 경

제적 특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적인 자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족들이 처하는 위기는 단지 가족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에

게 짐이 되는 여타의 사회적인 문제와 부족한 자원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 간 사회적 네트워크는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Walsh,1998). 기능적인 가족은 외부와의 개방체계를 공고히 유지하며, 가족의 구성

원들은 활동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희망을 가지고 유용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가

져온다. 그러므로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족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자원들을 적시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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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전에 적합하도록 복귀, 재조직, 적응

- 혼란 중의 지속성, 의존성

연결성

⋅상호지지, 협력, 책임을 통한 강점

⋅개인적 욕구, 경계의 존중

⋅희망과 낙관적 관점의 유지 –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신감

⋅강력한 리더십 : 아동과 상처입기 쉬운 가족원에 대한 양육, 보호, 안내

-다양한 가족형태 : 협동적 양육/가구 내(內)/가구를 넘어서는 협동적

보호 제공

-부부/공동부모관계 : 동등한 파트너

⋅재결합. 고통스러운 관계의 화해 탐색

사회 및

경제적 자원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지지의 동원 : 모델들과 멘토들

⋅중요한 지역사회망 확립

⋅재정 보장 확립 : 일과 가족 긴장의 조화

❲표4 ❳ 조직 유형 : 가족 완충장치(Walsh, 1998)

(3)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과정은 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Epstein et al., 1993; Walsh,1998재인용).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의사소통과정에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은 역경의 시기에 더욱더 확대가 된다(Sixbey,2005).

첫째, 명료성이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애매한 정보를 분

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왜곡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마음 읽기(mind reading)’를 시도하거나 잘못된 가정

을 함으로써 오해와 혼돈을 불러일으키게 된다(Walsh,1998). 특히, 위기의 순간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명료화는 도움이 된다.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지속성이나 이

혼의 가능성, 또는 자살 사실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대처와 적응에 매우 중

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진실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고,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둘째,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기쁨, 고통, 희망과 두려움까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서로의 의견 차

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간에 사랑, 감사, 존중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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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성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말과 행동들)

⋅애매한 정보의 명료화 : 진실 찾기/진실 말하기

개방적인

정서표현

⋅광범위한 감정공유(기쁨과 고통; 희망과 공포)

⋅상호감정이입 : 차이에 대한 관용

⋅자신의 감정, 행동에 대한 책임 : 비난 피하기

⋅유쾌한 상호작용 : 유머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문제, 스트레스 요인, 대안 및 억압 규명하기

⋅창조적인 브레인스토밍 : 자원

⋅공유된 의사결정 : 협상, 공정성, 상호관계

⋅갈등해결

⋅목적에 초점두기 : 구체적인 단계 밟기

⋅성공 위에 세우기 : 실패로부터 배우기

⋅예방적 자세 :문제 예방 ; 위기 전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홍정애,2007). 개방적인 정서의 표현이 가

능한 가족은 즐거움, 희망과 더불어 고통이나 공포 등의 광범위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단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

또는 불안한 미래의 재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기 상황의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생활

을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Walsh,1998). 개방적 정서표현은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감정이입적인 반응, 시간경과에 따른 감정의 동요와 폭넓은 관용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Walsh,2007).

셋째,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란 가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함께 공유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홍정애,2007). 위기상황에서 개방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은 가족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기능하는 가족이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

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함께 잘 다루어 나가는 가족을 말한다(Sixbey,2005).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으며, 기능적 가족은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할 때 그것이 곧 본질적인 성

공을 형성하는 동안 가족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진보이며, 실패로부터 배움을 획

득하는 것이다. 위기반응 모드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미래의 위험을 낮추고, 유동적

인 반응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연결망을 구축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킬 것이다(Walsh,2007).

❲표5❳ 의사소통과정 (Wals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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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레질리언스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최근 10여 년간 가족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혜란,2014). 연구유형을 보면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중에서 Walsh의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을 증가시키고,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어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며, 가족

구조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가족 레질리언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박혜란,2014).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 중 초기에는 장애

와 관련된 가족의 위기와 회복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

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문제를 지닌 일반가족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상이군경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이혜경(2014)은 상이군경 가족들은 위기와

역경으로 인한 분노, 충격, 단절의 충격, 자존심의 손상 등의 부정적 정서에서 수용

과 성찰로 가는 긍정적 정서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탄력적 가족관계

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가족은 그 과정에서 대처능력 향상, 성숙, 사

회적 통찰력 및 이타적 자아형성이라는 강점을 찾아내었다. 박미라(2015)는 장애아

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 원가족에서의 위기경험과 역경이 바탕이

되어 현 가족의 위기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음으로써 어

려운 삶을 대처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향미(2008)는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족 탄

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홍정하(2009)도 가족 레질리언

스와 양육효능감이 상관관계를 살펴 볼 때 가족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짐을 밝혀내었다. 곽은실(2012)은 장애아동 가족을 문제

와 결점을 가진 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강점을 발견해 당

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결혼을 도출했다. 위의 연구결과들

을 볼 때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가족 레질리언스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장애는 비장애인 구성원

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애를 대하는 태도와 신념에 따라

서 전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에서 조원섭(2017)은 결혼이주여성

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개인의 충족과 관련된

어려움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정상태가 무너지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관심과 인정

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욕구들의 충족이 보호역할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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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최정인(2016)은 국적, 문화, 언어가 다른 다문화가족 부부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인 가족

보다 이들 가족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족도 가족

이라는 강한 유기적 조직체이고, 가족 내/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강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역경을 겪으면서 해체되는 다문화가족도 많지만, 역

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가족도 많았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 가족 안

에서 주체성을 찾고 자신감 있게 삶을 주도하며, 가족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 연합

될 때 비로소 자신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미애(2012)는 다문화 가정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

회적응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족’으로 보고, 가족

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김미애(2015)는 문화가 다른 부부의 적응에

가족 탄력성 중 하위요인인 신념체계,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

타났고, 다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임수영(2014)은 핵가족화와 한부모 가

정, 맞벌이 가정 등의 이유로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분석

하였는데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존

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수룬은(2014)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

질리언스에 대한 분석에서 아동의 정서적 지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족이며 따라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감정공유, 지원 등의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순희(2011)는 이혼여성 한 부모 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

한 질적 분석을 통해 이혼여성 한 부모 가족은 원가족에서의 위기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낙관적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족의 신념체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경순(2010)은 이혼여성 한부모 가족의 가족 레질

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이혼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

다. 김정자(2013)는 울산시 조손가정 손자녀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양적연구에서

조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손자녀의 우울지수가 낮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의사소통

이 갈등의 주요인임을 밝히며 가족 레질리언스가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진영(2014)은 조손가정 손자녀가 지각하는 가족 레질리언

스에 관한 질적 분석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해 연구하였다. 김지연(2010)은

알코올의존자의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코올의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강점, 잠재력을 찾아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 할



- 26 -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고자 하였다.

이상 국내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족, 한 부모 가족,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조부모 손자녀 가족 등 일반적이

고 평범하다고만은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역경의 시

기에 가족의 강점을 찾아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이전 보다 높은

단계로 성장하며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찾는 등 가족 레질리언스가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

황에서 발현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역경 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차츰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위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위인의 성장과 업적에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생애사의 관점을 활용한 가족레

질리언스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사임당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통해 그들의 강점을 찾아 일상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역

경에 놓인 가족의 회복과 성장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자녀교육과 행복한 가족을 만

드는데 좋은 표상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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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신사임당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 위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미지가 왜

곡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임당의 본래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 현모양처라는 틀에 가려 보여지지 않았다. 사임당은 쉽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다방면에 뛰어난 예술가이며 학문적인 바탕 위에 군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성

인,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예술가요 학자로 키워낸 현명한 부모이면서 교육전문가

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

지 못했던 면이 있다.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신사임당

연구는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시기 연구는 특히

어머니로서의 덕행을 강조했다(이은상,1984. 정지선,2015 재인용).

1990년대에 신사임당 연구는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현모양처라는 틀로

사임당을 부각시키는 것이 여성을 타자론적 존재로만 각인시킨다는 페미니즘의 영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시각의 확산으로 이 시기에는 사임당을 훌륭한 어

머니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사임당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닌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신혜숙,1990.정지선,2015 재인용), 2000년대

에 들어와서야 현모양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신사임당을 재평가하려는 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신사임당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가?

사임당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양성평등을 4백여 년 전에 몸소

실천한 선각자이다. 그녀는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한 여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스스로 뜻을 세우고 평생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녀는 여류 화가이면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적 예술가이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

을 포기하고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한 어머니가 아니라 스스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본받게 한 훌륭한 교육자이다. 또한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는 따뜻한 감수성과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인

격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사임당을 가장 친숙하고 본받고 싶은 위인으로

꼽고 있으며, 사임당은 사후 4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신사임당의 생애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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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단 행 본

도서명

목록

고연희외4인(2016) :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

김수현(1984) : 신사임당(세계여성전기 중)

김현아(2008) : 그곳에 가면 그 여자가 있다.

박경남(2017) : 사임당이 난설헌에게

손인수(1976) : 신사임당의 생애와 교훈

오시림(1993) : 신사임당

유정은(2016) : 사임당평전

이범열(1986) : 율곡과 신사임당

이은상(1994) : 사임당과 율곡

이은상(1994) :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임해리(2015) : 사임당

정민자(2016) : 지폐속의 여성

정옥자(2016) : 사임당전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신사임당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생애사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

이다. 생애사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의 과정을 그것이 처해 있는 시간

과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생애사적 연구의 방법적 특징

을 살펴보면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로 압축할 수 있다(이동성,2015:26).

생애사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구술면담이나 연구대상 집단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구술면담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가

장 좋은 방법으로 대화보다 상세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보다 깊이 있고 명확하게 자

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참여자의 구술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구술 자

료를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타당도를 검출하여 최종적으로 글쓰기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Atkinson, 1995).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의 대상 인물인 사임당은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직접 구

술면담을 할 수 없어 문헌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 남긴 기록을 담은 이은상의 『사임당과 율곡(1994)』, 유정

은의 『사임당 평전(2016)』 등을 비롯한 다수의 단행본과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관,

자녀교육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논문과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여 인용하고 참고하였다.

❲표6❳ 신사임당 관련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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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학위

논문목록

김지선(2010) : 신사임당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구

박세영(2012) : 조선중기 여성사에 대한 고찰

박영숙(2017) : 조선시대 여성리더쉽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유정은(2013) : 신사임당 예술철학 연구

정지선(2015) : 외가손의 생활로 본 신사임당 성향과 사인들의 담론

박지현(2007) : 화가에서 어머니로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 목록

김세서리아(2015) : 율곡의 선비행장에 대한 여성주의 독해

김수진(2008) :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김익수(2008) : 율곡의 가계와 한국가정교육문화의 정초

김재원(2017) : 율곡의 생애와 효 중시의 교육사상 연구

박민자(2005): 신사임당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조명

박지현(2007) : 화가에서 어머니로: 신사임당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

박희택(2015) : 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

유성선·유정은(2015) : 신사임당 가계의 효행관 고찰

손인수(1997) : 신사임당과 율곡의 교육윤리관

이숙인(2008) : 신사임당 담론의 계보학

이은선(2005) : 페미니즘 시대에 신사임당 새로 보기

전경원(1993) : 수퍼우먼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콤플렉스

기 타

목 록

인터넷 검색 : 다음(2017)-한국사인물열전, 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2017)-조선왕조실록

서울신문(2007.11.0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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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월~4월
연구대상조사

⇒
2017.5월~6월
자료의 수집

⇒
2017.7월~8월
자료의 정리

⇒
2017.8월~9월
자료의 분석

⇒
2017.10월~
자료의 해석

한국의 위인
중 선정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등

생애사 정리와
주요 가족사건
추출

가족사건으로
본 가족 레질
리언스 분석

분석결과
정리

3. 연구절차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7❳ 연구절차 흐름도

먼저 우리나라 위인들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업적 등을 살펴보아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조사하였

다. 조사한 위인들 중에서 신사임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위인들에 비하여 가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업적도 뛰어나고 가족 레질리언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신사임당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에는 사임당의 생애, 철학, 예술

에 관한 평전 등의 단행본, 그리고 사임당이 살았던 조선중기의 여성사와 사임당의

자녀교육관과 효 사상 등을 분석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포함하였다. 수집한 문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사회상과 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사임당의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사임당의 생애를 성장기와 결혼이후로 나누어 주요 가족사건을 추출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를 Walsh의 이론에 따라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사임당의

성장기와 결혼이후의 가족사건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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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7세 10세 16세 18세

안견의 산수화

모사

유교경전 공부

글씨, 문장, 바느질

자수 등

기묘사화(아버지

신명화 화를 면함)

⋅외조모 별세

⋅아버지(신명화)

위독

Ⅳ. 연구 분석

1. 신사임당의 생애와 가족사건²⁾

1) 성장기

❲표8❳ 사임당의 성장기 주요 가족사건

신사임당은 1504년(연산군10년) 음력 10월 29일 외가인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서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용인 이씨 사이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사임당이 태어난 강

릉은 강원도 명주 지방에 있었던 삼한시대의 부족국가 예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빛나는 문화와 전통이 전해 내려오는 고장이다. 산수와 자연이 그림처럼 아

름답고 인심이 순후하며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문향의 고장이기도 하다.

사임당의 성장기에서 강릉의 자연환경과 그녀를 둘러싼 가정환경은 중요한 구성요

소이다. 사임당이 태어난 강릉의 북평촌은 집 뒤로 야트막한 산들이 휘돌아 감싸고

앞으로는 경포천이 흐르는 곳이다.

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는 아직 고려시대의 생활 풍속이 남아있던 시대였던 까닭에

여성이 혼인 후에도 친정살이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사임당의 가계는

외조모 최씨, 어머니 이씨 그리고 사임당까지 3대가 친정살이를 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임당은 학문이 깊은 외조부 이사온과 아버지 신명화의 사랑을 받으며

2)위의 내용은 손인수(1983). 신사임당의 생애와 교훈
오시림의(1993). 신사임당

유정은(2016).사임당평전

이은상(1994a).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1994b).사임당과 율곡

임해리(2016).사임당(2016

정옥자(2016).사임당전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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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학문적 소양을 쌓았고, 외조모 최씨와 어머니 이씨로부터는 올바른 부덕과 현

모로서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다.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1476∼1522)는 평산 신씨로 고려의 개국공신인 신숭겸의

18세 손이며, 영월군수를 지낸 신숙권의 아들로 자는 계흠, 호는 송정이다. 신명화

는 한양 출신으로 천성이 순박하고 강직하여, 어려서부터 성현들의 글을 읽고 선악

을 구별하여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징계하는 지표로 삼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 같이 수학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지조가 굳은 인물로 평판이

자자하였다. 벼슬에는 일체 뜻이 없어 41세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가 사임당이

13세 되던 해에 비로소 진사에 올랐으나, 진사에 오른 후에도 벼슬길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신명화는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이며 남에게 엄격한 만큼 자

신에게도 엄격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지조가 있으며 뜻이 곧은 성품을 지닌 신

명화의 성향은 딸인 사임당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고 딸의 성품에도 많

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머니 이씨 부인(1480~1569)의 본관은 용인이며 생원 이

사온의 무남독녀이다. 이사온이 당시 강릉사람으로 참판을 지낸 최웅현의 딸 최씨

와 결혼하여 낳은 딸이 이씨 부인이다. 최웅현은 강릉의 12향현 중의 한 사람으로

중앙 정계의 관직을 고루 거치며 학문과 경륜을 펼친 대학자였다.

이러한 집안에서 무남독녀로 자라 사랑을 받으며 학문을 익힌 이씨 부인은 성품

이 천성적으로 깨끗하고 행동은 침착하였다. 율곡은 어린 시절 외조모인 이씨 부인

의 품에서 자랐으므로 그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씨의 성품이 온화

하고 유순하며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차분했다고 외조모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이씨 부인은 효행이 지극하였다. 어려서 외가인 강릉에서 살았으나 신명화와 혼인

한 후에는 서울로 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나 친정어머니 최씨가 병환을

앓게 되자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강릉으로 돌아와 친정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보아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효녀였다. 이씨 부인은 남편에 대한 정성 또한 극진하였다.

친정어머니 최씨 상을 당하여 남편 신명화가 장모의 상을 지내기 위해 강릉으로

내려오던 도중 심한 병환으로 앓아눕게 되자 이씨 부인이 달려가 정성으로 간병하

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에 이씨 부인은 외증조부 최치운의 묘 앞에 제단을 쌓고

향을 피워 7일 동안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자신의 왼손 중지 두 마디를

잘라 피를 내어 간절히 기도한 정성 덕인 듯 며칠 후 남편 신명화는 사경을 헤매던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율곡 이이는, 외조모인 이씨 부인이 사대부로 태어났으

면 국가의 큰 인물이 되었을 분이라며 마음으로 존경하고 받들었다 한다.

사임당의 지혜로움과 부덕은 이런 어머니 이씨 부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모습

을 곁에서 보고 자라며 마음에 새긴 덕분이 아닌가 싶다. 사임당의 일생을 살펴보

면 아버지로부터 선비로서의 학식과 강직한 기질을, 어머니로부터는 따뜻하고 자애

로운 성품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이씨 부인 외에 외

조부 이사온, 외조모 최씨도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로서 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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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년기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임당은 나면서부터 출중하였다. 수려한 용모와 비단결 같은 성품을 갖추었으며

총기가 뛰어나 바느질과 자수, 글과 글씨, 학문과 그림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었

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기록에 관해서는 따로 전해오는 것이 없으나 7세 때부터

스승의 가르침 없이 그림을 시작했다고 전하여 진다. 당시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

의 「몽유도원도」와 「적벽도」 등의 산수화를 교과서 삼아 그림공부에 열중했다

한다. 사임당은 붓놀림이 남달랐으며 특히 포도와 풀벌레를 그리는데 절묘한 솜씨

를 보였다.

조선 초기 산수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안견은 세종대왕 당시 가장 뛰어

난 화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는 화가들이 많아

조선후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안견의 화풍이 당시 산수화의 교과서 격이었으므로

그의 그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신명화가 재능을 타고난 어린

딸을 위해 머나 먼 서울과 강릉 땅을 오고 가며 그림을 구해다 주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사임당이 나고 자란 오죽헌은 집안이 넓고 쾌적하여 갖가지 푸성귀가 자라고 앞

뜰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뒤뜰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다. 사임당은

꽃을 좋아하여 꽃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꽃과 곤충 들을 관찰하며 즐겼다. 관찰한

사물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그리기를 즐겼는데, 흔하게 보이는 잡초 등 사임당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던 생명들이었다.

사임당의 어릴 적 이름은 인선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 않다. 사임당은 어린

나이에 자신이 나아갈 바를 세우고 스스로 사임당이라고 호를 지었다. 여자에게는

이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조선 시대에 어린 여자아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

을 정해 뜻을 세우고 스스로 호를 지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조선시대

에 여성들은 덕망이 특출하거나 학문 또는 예술이 뛰어난 경우에만 당호를 가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고 심지어 왕비나 빈 조차도 이름이 없이

성으로만 불렸다. 그러한 시대에 어린 소녀가 스스로 자신의 당호를 지었다는 것은

사임당의 당찬 성격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사임당이 스스로 지은 당호를 보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삶을 바라보

았는지 엿볼 수 있다. 율곡의 「선비행장」에는 사임당의 호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사임(師任)에서 사는 본받는다는 뜻이며, 임은 고대 중국 문왕의 어머니 태임

을 뜻하는 것이니, 이는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은 현명하고 엄격하며 지혜로움과 의로움, 자애로움을

갖춘 여성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태임은 동양에서 최초로 태교를 행한 인물이라

고 전해진다. 그런데,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으려 했다고 해서 사임당

이 마치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다. 하지만 태임은 훌륭한 어머니이기 이전에 군자의 풍모를 두루 갖춘 인

간상이었다. 사임당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도 태임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보다는 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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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풍모였다. 사임당은 군자의 풍모를 갖춘 태임처럼 살고자 했을 것이다. 이는

사임당 자신이 평생 군자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열아홉 살에 이원수공과 혼인하기 전까지 사임당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외조부

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서를 읽고 학문을 닦으며, 그림을 그리는 등 예

술적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당시 강릉 땅에서 유명한 화가인 안견의 그림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이와 물감을 조달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사임당을 위한 집안 어른들의 그

와 같은 아낌없는 뒷받침으로 사임당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

던 것이다.

이은상(1994)은「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에서 “외조부 이사온의 학문과 어머니

이씨의 덕행, 아버지 신명화의 엄격한 훈계 밑에서 여자의 갖추어야 할 근본 교양

과 자품을 길러 장차 현부인이 될 기초를 마련했던 것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정교육이 차지하는 비

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면에서 사임당은 동 시대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남다른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사임당은 총명함과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

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만약 사임당이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당장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능

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다. 선천적 능력도 중요하지

만 자라나는 환경과 교육의 방향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은 좌우된다. 사임당은 외조

부로부터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어머니 이씨 부인, 강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꼿꼿한 선비인 아버지 신명화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사임당의 어린 시절을 에워쌌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사임당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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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21세 25세 33세 37세 38세 47세 48세

⋅이원수

와 결혼

⋅아버지

별세( 3년

상 시작)

⋅ 3 년 상

마침

⋅상경하

여 시어머

니에게 신

혼례 드림

⋅장남 선

출생

어머니

이씨부인

열녀문 세

워짐

3남 이이

강릉에서

출생

큰 병을

얻음(율곡

이 외조부

사당에서

기도)

강릉을 떠

나 서울에

정착

이원수 수

운판관에

임명됨

⋅남편과

장남, 3남

출장

⋅5월17일

발병하여

3일후 별

세

⋅파주 두

문리에 장

사지냄

시집(서울) 과 친정(강릉)을 오가며 생활함

2) 결혼이후

❲표9❳ 사임당의 결혼이후 주요 가족사건

외조부와 아버지의 아낌없는 보살핌 속에서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여성군자로서의 꿈을 키우던 사임당도 여자의 운명은 피해갈 수 없었다. 사임당은

열아홉 되던 해인 중종17년(1512년)에 서울에 사는 3살 연상의 이원수와 혼인하면

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임당은 혼인 후에도 바로 서울 시집으로 가지 않

고 친정인 강릉에 머물렀다.

신명화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이었고 더구나 둘째 딸 사임당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딸이라 사위에게 처가살이 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풍속은 남귀여가제였다. 남귀여가제는 혼례를

치른 날 저녁에 처가에 가서 자고 사흘째에 부부가 상견례를 한 다음 처가에서 혼

인생활을 시작하는 제도이다. 사위가 처가살이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닌 시대였었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임당의 외조부 이사온이 처가살이를 하였고 아버지 신명

화도 처가살이를 하였으며, 훗날 넷째 사위에게 집을 물려주었다. 신명화는 총명한

딸을 혼인 후에도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했다. 율곡의「선비행장」에 의하면 사위

이원수에게 “내가 여럿 딸을 두었지만, 네 처만은 내 곁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토록 아끼던 딸을 혼인시킨 후 몇 달 만에 신명화는 그 해 겨

울 11월 7일에 47세로 세상을 떠나고 사임당은 3년 동안 아버지의 상을 지켰다. 홀

로 남은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아들도 없어 친정을 떠나기가 차마 발이 안 떨어지

던 사임당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강릉에서 삼년상을 치르며 눌러 앉았다. 그 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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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로 올라와 시어머니 홍씨에게 신혼례를 드리고 9월에 맏아들 선을 서울에서 출산

하였다. 이후에도 친정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37세까지 17년 동안

서울의 시집과 강릉의 친정을 오고가며 생활하였다. 25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 이씨

부인이 남편 신명화의 병환을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낫게 한 공로로 강릉에 열녀정각

이 세워지고 26세에는 맏딸 매창을 낳았다. 매창은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작은 사임당으로 불리웠다. 시와 서화에 능하였고 탁월한 예술작품들을

다수 남겼으며 여군자(女君子)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학문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

33세 되던 해에 봉평의 백옥포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동해 바다에서 검은 용이

올라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잉태하여 12월 26일에 강릉 오죽헌에서

셋째 아들 이를 출산하였다. 이 셋째 아들 이이가 훗날 조선의 성인이며 정치가요

대학자가 된 율곡이다.

사임당 35세에 셋째 딸을 출산하였는데 이때까지 거의 2년 터울로 아이들을 출산

하며 쇠약해진 사임당은 37세에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멀고 먼 강릉과 서울

을 오고가며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다. 연이은 출산과 수유, 그리고 친정에 대한 끊

이지 않는 그리움과 어려운 시댁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감, 살림살이는 돌아보지 않

고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밤낮으로 바느질과 자수를 놓아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버티기 힘겨웠을 것이다. 이때 다섯 살

이었던 셋째 아들 이이는 외조부 신명화의 사당에서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덕분인지 다행히 사임당의 병환은 쾌차하였다.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한 사임당은 시어머니 홍씨가 연로하여 더 이상 살림

을 주관할 수 없게 되자 38세 되던 해에 강릉을 완전히 떠나 서울에 안착하여 시댁

살림을 전담하였다. 그때 어머니 이씨 부인의 나이는 62세로 친정에 홀로 남겨졌다.

대관령에서 사임당은 북평촌의 친정집을 내려다보며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하

는 마음을 시로 남겼다.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이은상, 1994:50)

언제 다시 넘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대관령에서, 연로한 어머니와 행복했던 유

년의 기억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사임당의 아픔과 그리움이 절절히 느껴진다. 서

울 시댁에 올라와 있으면서 친정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

만 사임당은 시어머니 홍 씨를 정성을 다해 모시었다.

서울로 온 이듬해에 넷째이자 막내아들인 우를 낳았는데 우는 맏딸 매창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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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임당의 예술적 소양을 이어받아 거문고에도 능하고 훌륭한 그림과 글씨 작품

들을 남겼다. 사임당은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는데 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녀들

을 교육시켰다.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실예를 보여줌으로써

실천적인 교육에 힘썼다.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으나 그중에 인생에 있어서나 학문

에 있어서나 뜻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자녀들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뜻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다. 사임당의 이러한 입지(立志)에 대한 교육은 자녀들에게

있어 평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각각의 자녀가 자신에게 맞는 뜻을 세울 수 있

도록 한 사임당의 교육관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스스로 정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남편인 이원수는 학문에는 뜻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임당의 재능을 높이 사고

부인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였다. 자신

보다 잘난 아내를 시기하거나 자존심을 상하여 윽박지르지 않고 아내의 탁월한 학

식과 기품을 존경하였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것은 부인에게 묻고 배우는 등 타고

난 심성은 악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듯하다.

사임당은 결코 무조건 순종만 하는 여인은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주저

없이 남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아내였다. 이원수가 관직이라도 얻을까 하고 당시의

세도가인 5촌 당숙 이기의 집에 드나들 때 이를 만류하며 의롭지 못한 권세는 오래

가지 못함을 경고한 일이나, 유교경전을 인용하며 이원수에게 자신이 없더라도 재

혼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였다.

또한, 학문에 뜻이 없는 이원수를 학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10년 동안 떨어져

서 학문을 닦은 뒤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약속을 반강제적으로 맺는다. 길을

떠난 이원수는 첫날 20리 길을 가다 돌아오고, 둘째 날은 30리 길, 셋째 날은 40리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고 말았다. 사임당은 이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이원

수는 “당신과 한 시각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찌 10년이란 세월을 따로 있을 수

있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임당은 바느질 그릇에서 가위를 꺼내들며 “당신이 이같

이 나약한 마음을 먹고 학문을 성취하지 않겠다면 이는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포기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몸이라 어찌 더 오래 살기

를 바라겠습니까? 이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어 산으로 가겠습니다.”하고

담판을 지어 이원수를 서울로 보냈다. 사임당이 이원수에게 이렇게 매정하도록 학

문을 독려한 것은, 사임당의 인품을 보건대, 단순히 남편의 출세를 바란 것이 아니

라 학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임당의 나이 47세(명종5년)에 남편 이원수가 수운판관이라는 관직을 얻게 되었

다. 수운판관은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선박 관련 업무

를 관장하는 종5품의 관직이었다. 이 관직으로 인해 이듬해에 사임당 일가는 관사

가 있는 삼청동으로 이사하였다.

이원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남 선과 3남 이를 데리고 평안도 지방으로 출

장을 간 사이에 사임당은 병이 났다. 1551년(명종6년) 5월 17일 새벽에 발병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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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누운 지 3일 만에 별세하였다. 남편과 두 아들은 출장을 끝내고 서강에 도착

한 후에 사임당의 별세 소식을 들었다. 아들 이 이는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하였

음을 평생 동안 두고두고 마음아파 하였다. 사임당은 덕수 이씨 문중의 마을인 파

주 두문리 자운산에 묻혔으며, 후에 아들 이 이의 공으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사임당의 성장기가 자애로운 외조부모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총명함과 재능을

발견하고 싹을 틔운 시기였다면 결혼이후 사임당의 삶은 그 싹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세상에 널리 그 향기를 퍼뜨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을 다독여 학문의

길로 인도하고, 시집의 큰 살림을 맡아 지휘하고 이끌어가며 4남 3녀를 출산하고

교육하는 등 사임당에게는 지고가야 할 짐이 많았다. 하지만 인내해야 했던 그 힘

든 시간들이 사임당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은 더욱 깊어졌다. 친정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감성을 더

욱 예민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고달프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그녀의 예술세계와 인격의 고양이라는

결과물을 낳았고 후세의 우리들에게는 예술적 재능과 우아한 인품, 본받고 싶은 삶

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인으로 탄생되도록 담금질하는 과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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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임당의 가족 레질리언스

1) 신사임당의 가족신념체계 :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

신념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다(Walsh,1998). 신념

은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우리가 누구이고, 경험을 어떻

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에 대한 본질이다. 가족이 문제와 대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대처와 정복, 또는 역기능과 절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신념체계에는 가치와 확신, 태도, 편견 및 가정이 포함되는데 유익한 신념은 문제해

결, 치료, 성장의 대안을 증가시키지만, 무리한 신념은 문제를 영속시키고 대안을

제한한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가족 집단이 기능적 단위로 역경을 다루는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경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경에 부딪

힌 가족은 구성원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은 이 역경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은 위기를 통하여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의 기능이 위기

이전보다 약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유순희,2011).

(1) 성장기 신념체계

①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1521년(중종16년)에 사임당의 외조모 최씨가 별세하였다. 부친 신명화는 강릉에

가려고 나섰던 길에 최씨의 부음을 듣고 매우 슬퍼한 나머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져 뇌후(뒤통수)에 냉증이 발병하였다. 강릉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중

도에 병환이 심해져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을 피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씨 부인은 모친상을 당하고 연이어 남편이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에 말로는 표현하

기 어려운 슬픔을 느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7일 동안 눈 한번 붙이지 않고 밤낮으

로 기도를 하였다. 이에 목욕재계하고 손톱을 깎아 몸을 정결히 한 다음 칼을 품고

남몰래 외증조부의 묘소에 가 하늘을 향해 절하며 호소하였다. 그리고 품고 있던

칼을 뽑아 왼쪽 손의 중지 두 마디를 스스로 끊었다.

이런 정성 덕분인지 사임당은 아버지가 병석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고 신

명화는 곧 회복되었다. 이 일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후에 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의 열녀정각이 세워지기도 한다. 다음은 이씨 부인이 하늘을 향해 외친 애절한

기도문이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선을 복 주고 악을 화 주시는 것은 하늘의 원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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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선을 쌓고 악을 쌓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심지가

사악하지 않고 행동이 악하지 않습니다.……하느님께서 만약 알고 계시다면 응

당 선악을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이은상,1994:43)

이 하나의 일화에 가족의 신념체계 중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초월과 영성이 모

두 담겨 있지 않은가! 모친의 별세로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는 중에 남편의 중병이

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나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역경 앞에서 두려워

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씨 부인은 역경을 넘어가지 못할 산이라 여기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의 중병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지 않고

바로 행동을 시작했다.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정성껏 간호하고 그래도 병환에

차도가 없자 직접 운명과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

이씨 부인은 부모님의 평소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사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믿음, 자신은 하늘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믿음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깊은 절망의 시기에도

이씨 부인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하늘을 향해

남편이 화를 당해야 할 만큼 악을 쌓으며 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다. 또한, 하늘이 선과 악에 대한 인과응보를 잘못 행하였음을 지적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②초월과 영성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거짓없고 공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선비였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타인에

게도 도덕에 관한한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처가살이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의 장인인 이후가 친구와의 만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위해 사위인 신명화에게 대신 편지를 쓰게 하였다. 몸이 아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강직한 사위 신명화는 질색을 하였다. 비록 장인의

부탁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편지에 쓰는 것은 그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

던 것이다.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라도 하여서는 안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조선의 신진 개혁파인 사림들과 교류가 있었다. 평소 학문적 소양이 높고 강

직하기로 소문난 그였던지라 조정에 그를 천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은둔하였다. 당시 관료들은 권력을 쫓아 무리를 지어 서

로 대립하는 일이 잦았다. 그에게는 벼슬자리 보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

더 종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처신으로 그는 기묘사화로 수많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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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비들이 목숨을 잃을 때 화를 면할 수 있었다.

(2) 결혼이후 신념체계

①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사임당의 결혼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듯 보인다. 자신의 학문적 수준에 비

추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남편, 학문에는 관심도 없고 유유자적하고 놀기 좋아하며

가정의 어려운 형편은 나 몰라라 하고 한량으로만 나도는 남편을 보는 사임당의 마

음은 실망스러웠다. 그런 남편을 대신해 사임당은 가정의 경제까지 책임져야 했다.

이때에 일어난 삶의 공간적 이동은 사임당의 전 생애를 통해 커다란 전환점이 되

었다. 그것은 친정에서 시집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물

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유년시절 기억과의 단절 자체를 의미한다. 사임당은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기 보다는 미래

를 향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이 어려움의 시기는 사임당의 예술혼이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

임당은 강릉에 홀로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때문에, 어려운 집안 형편으

로 생업이 되다시피 한 바느질과 자수를 하느라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을 것이다.

어린 남매들을 가르치고, 살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사임당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쪼개가며 그림과 수를 놓는 일에 몰두하였을 것이다. 강릉에서의 생활

과 비교하여 한 없이 열악해진 현실도 힘겨웠지만 평생 사임당을 따라 다닌 것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율곡은「선비행장」에서 사임당이 어머니 이씨

부인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당이 평소에 항상 임영을 그리워하며 밤중에 사람 기척이 조용해지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어떤 때는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친

척 어른 되는 심공의 시희가 찾아와 거문고를 뜯자 자당께서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거문고 소리가 그리움이 있는 사람을 느껍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온 방 사람들이 슬퍼하면서도 그 뜻을 몰랐다. 또 일찍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글귀에, 밤마다 달을 보고 비노니, 생전에 뵈올 수

있게 하소서 하였으니, 대체로 그 효심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율곡이이, 선

비행장. 유정은 2016 재인용).

사임당은 친정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주옥같은 시로 승화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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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친(思親)

첩첩산중 내 고향 천리이건만

자나깨나 꿈 속에라도 돌아가고파

한송정 가에 둥근 달만 외롭고

경포대 앞으로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 모래톱에 헤치락 모이락

고깃배 바다 위로 오고 나가니

언제 다시 강릉길 다시 밟아서

색동 옷 입고 앉아 바느질 할꼬(이은상,1994:50-51).

사임당 가슴 속의 어머니와 고향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이 영롱한 진주로 탄생되었

다. 한 개인의 아픔이 모두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는 단비가 되어 시대를 초월하

여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았다.

②초월과 영성

신사임당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임당은

일생동안 자녀들을 손수 교육하느라 놀이 한번 간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노

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었다면 과연 사임당이 모두에게 존경받을 인물인

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사임당은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에게도 가사노동과 가내범절과 같은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하인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뿌리고 비로 쓸어 마당을 말

끔히 정돈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하라”고 하거나 “말을 삼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

은 말을 하더라도 시비가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말을 삼가는 것이 제일 큰 공부”

라고 하는 등 하인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한번은 계집종이 사임당의 귀중품을 훔쳐 사람들에게 혼나고 있을 때 사임당은 온

화한 얼굴과 말투로 잘못은 고치면 된다고 하면서 그를 감싸 안았다. 신분에 귀천

이 있던 시대에 사임당은 하인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귀하게 대하였다. 사

임당은 벌레나 들꽃 등 자연의 작은 존재들도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였음을 그가

남긴 초충도 등의 그림들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는 여군자였다.

신념체계를 살펴본 결과 성장기와 결혼이후 모두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초월

과 영성’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외유내강형으

로 평소 모습은 말이 없고 조용하다고 하나 위기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이 드러난

다. 아버지 신명화는 원칙과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올곧은 심성을 가진 선비로,

사임당은 부모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고 자랐다. 따라서 사임당 자신

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좌절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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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예술로 승화시켰다. 또한, 그의 타고난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의

일생에 걸쳐 신분을 초월한 인간애와 연민으로 이어진다.

2) 조직유형 : 가족완충장치

조직유형은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적/외적 규범을 유지하고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가족기능의 조직유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성장기 조직유형

①사회 및 경제적 자원

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는 여성이 혼인 후에도 시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에서 지

내는 것이 일상적 모습이었지만 사임당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하였다. 외조모 최씨

와 어머니 이씨, 사임당까지 모두 3대가 혼인 후에도 친정살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임당은 외조부 이사온과 아버지 신명화의 사랑을 받으며 학

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고,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는 부덕과 효행, 현모로서의 모

습을 배울 수 있었다. 외조부 이사온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문이 깊은 분으로

사임당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었으며 외조모 최씨는 명망 높은 참판 댁의 딸

로서 사임당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하였다. 그녀는 딸들의 교육에도 헌신적이었는데 사

임당의 아들 율곡도 어릴적 강릉에서 자신을 키워준 이씨 부인을 무척 따랐다.

이처럼 온 집안이 사랑이 넘치는 좋은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사임당에게 제공하였

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정옥자,2016:47)

물자가 풍부하지 못했던 16세기 당시에, 서울에서도 머나먼 강릉 시골에 사는 7살

여자아이에 불과하였던 사임당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먹과 물감, 종이

등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 신명화의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함께 재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사임당의 성장기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풍요로웠던 황금처럼 빛나는 시

절이었다.

②융통성

신명화는 혼기가 된 사임당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둘째 딸이지만, 일단 혼인을 시키면 딸의 총명함과 타고

난 예술적 재능은 묻히고 평범한 여인이 되어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하듯 시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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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뒷바라지로 일생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다. 부유한 명문가에

시집을 보낸다면 남 보기에야 그럴 듯 하겠지만 진정으로 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이

없던 신명화로서는 총명한 둘째 딸을 평생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고심

끝에 그는 덕수 이씨 가문의 이원수를 둘째 사위로 낙점한다. 이원수는 이순신 장

군을 배출한 명문 덕수 이씨 가문의 자손이지만 그의 윗대로 4대동안 변변한 벼슬

을 못한 쇠락한 양반가의 자손이었다. 더구나 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벼슬도 못한

채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었다. 사임당의 집안으로서는 견줄만한 집안은 못되

지만 단출한 집안이라 딸이 편안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싶은 생각이 들었

다. 게다가 시어머니 될 홍씨 부인과 사윗감 이원수는 둘 다 성품이 원만하다 하니

곧고 반듯한 성품을 지닌 사임당을 특별히 마음고생 시킬 일은 없을 듯도 했다.

자신 보다 더 부유하고 세도 있는 집안에 딸을 혼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시 대

부분 양반가의 풍습이었을 텐데 한 수 아래라 볼 수 있는 이원수와 사임당을 혼인

시킨 것은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신명화는 남들의 이목보다 딸의 앞날을 더 귀중하

게 여겼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아는 현명

한 사람이었다. 후세에서 볼 때, 신명화의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사임당을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연결성

사임당의 부모인 신명화와 이씨 부인은 혼인 후 16년 동안 서울과 강릉에서 따

로 지냈다. 혼인한 직후에는 신명화의 본가가 있는 서울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

지만 이씨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병을 앓게 되자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가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부부는 16년간을 서울과 강릉에서 떨어져서 지내고 신명호가

가끔 강릉에 내려가 생활하였다. 이씨 부인은 비록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시가

와 남편 신명화에 대한 정성은 지극하였다. 또한, 다섯 딸을 모두 올바르게 교육하

였다. 이처럼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신명화에게 첩이 있었다거나 부부

가 불화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2) 출가이후의 조직유형

①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는 오랜 세월 아내와 아들이 주연하는 영화의 엑스트라 취

급을 받아왔다.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 떠받들어지고 율곡이 일세의 대학자로 추앙

받을 때 그는 늘 부실한 남편이자 무심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가 당대에 보편적

이었던 양반가의 관습과 가부장의 권위만을 내세웠다면 두 사람이 그처럼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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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릴 수 있었을까? 사임당과 율곡의 그늘에 가려졌던 이원수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를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원수(李元秀)는 1501년(연산군 7년) 파주에서 태어났다. 자는 덕형(德亨)이고 본

관은 덕수(德水)이다. 아버지는 참찬공 이천, 어머니는 현감 홍귀손의 딸 남양 홍

씨이다. 덕수 이씨 집안은 대학자 율곡 이이와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을 통해 사

람들에게 조선 최고의 명가로 각인되었지만 실상은 여말선초부터 신흥사족으로 등

장한 유력 가문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7세 이양이 정3품 공조참의를 지냈고, 8

세 이명신은 지중추부사 동지돈녕부사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 뒤

로 4대에 걸쳐서 고관대작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한국사인

물열전, 2017).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힘들게 살았을

어머니 홍 씨는 아들에게 엄격한 훈육을 하기 보다는 본능적인 모성으로 감싸서 길

렀을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원수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학문에는 뜻이

없고 노는 것을 즐겼다한다. 사임당과 혼인을 하게 된 것도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고 학식이 높은 처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임해리,2016:100). 이런 성격의 이원수가 자신보다 월등한 지성과 군자 같은

엄격함으로 무장한 부인 사임당이 그다지 편하고 다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

다. 한편으로는 이원수도 나름대로 가부장적인 전통을 답습하면서 살아온 양반의

후예인지라 매사에 법도를 따지고 일처리가 분명한 아내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힘

에 겨웠을 것이다.

사실 신사임당의 예술 활동은 남편 이원수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녀가 수시로 강릉에 가서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를 찾아뵙고, 서울에서는 늙은 시

어머니를 모시면서 여러 자녀들의 양육까지 혼자서 도맡았다면 붓을 들고 그림이나

그릴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원수는 아내의 학문이나 재능을 인정하

고 후원했던 온후한 남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한국사인물열전,2017). 실로 그는 평

생, 빛나는 아내 신사임당과 아들 이이의 곁에서 조연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맞게 나름의 삶을 누리고 개척하며 살았던 조선 시대 양반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다섯이나 되는 적지 않은 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외손자인 사임당의 아들 율곡에게도 외조부모, 즉 이씨 부인 자신과 남

편 신명화의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전답을 주었다

고 하니 당시로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원수의 집안

은 빈한한 형편이고 이원수도 직업이 없어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였지만 사임당

친가의 경제적 자원은 이처럼 결혼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② 연결성

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는 가정 살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기록에 표현된 것에

의하면 호인인 듯 보이나 아내인 사임당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한 듯하다.

연로한 시어머니와 한량 노릇을 하는 남편 대신 사임당이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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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었다. 서울에 정착한 이후 사임당은 시집의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했으

며(정옥자,2016:109),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밤새워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하였

다, 집안의 하인들을 통솔하는 일도 사임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사임당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임당의 리더쉽이 발

휘되는 부분이다. 비록 몸은 힘들고 살림살이는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사임당은 시

어머니와 남편의 몫까지 다 맡아 하면서 집안을 평화롭게 이끌어 나갔다.

성장기 조직유형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융통성, 연결성 모두 분명하게 드러

나 있다. 사임당의 성장기 가정환경이 얼마만큼 안정되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 신명화의 융통성이 두드러진다. 딸의 장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결혼이후의 조직

유형에서는 경제적 자원은 풍족하지 않지만 사임당의 예술적 활동을 막거나 하지

않고 소극적 지원을 해 준 이원수의 일면이 나타난다. 시어머니도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임당을 특별히 힘들게 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의사소통과정 : 가족기능 활성화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의사소통과정에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이러

한 필요성은 역경의 시기에 더욱 확대된다(Sixbey,2005).

(1) 성장기의 의사소통과정

① 명료성, 개방적인 정서표현

조선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점차 남존여비 사상이 뿌

리내리던 시대였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 동등하고 재산상속도 남녀구분이

없었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계속 하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이씨 부인은

비교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 부인은 신명화와

혼인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친정어머니 최씨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무남독녀인 이씨 부인 외에는 돌보아 드릴 자식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

하기 위해 시집인 서울을 떠나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갔다.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

는 친정으로 다니러간 이씨 부인이 오랜 동안 돌아오지 않자 강릉으로 내려간다.

신명화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시니,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씨

부인을 마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율곡의 『이씨감천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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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진사(신명화)가 강릉으로 찾아와 서울로 돌아가자 하니 이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는 삼종지도가 있으니 분부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

모가 모두 노쇠하시고 저는 바로 외동딸이니 제가 없게 되면 부모님은 누구를

의지 하겠습니까? 더구나 당신의 모친께서도 오랜 병환으로 탕약을 끊지 못하

시니 어찌 차마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제가 애통하여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은 오

직 이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서울로 가시고 저는 시골에 머물면서 각각 노친

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진사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인의 말을 따랐다(정옥자,2016:53-54).

참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시어머니가 병으

로 누워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친정 또한 무남독녀인 이씨 부인이 서울로 가고

나면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이 힘겹게 지내실 것이 염려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남편을 향하여, 결혼한 여자로서의 도리는 알고 있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 또한 중요하니 부부가 각자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여 효를 다하는 것 또한 옳

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자신의 의중을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

던 시대에, 더구나 시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자신은 친정 부모님을 모셔야겠으니 각

자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자는 이씨 부인의 해결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

리도 선뜻 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씨 부인은 참으로 총명하고 몇 세기

를 앞서 살아간 선각자였던 듯하다. 그녀는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남편인 신명화 역시 이씨 부인에게 딸로서의 도리 보다는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우선이 아니냐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지 않고 순순히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상호협력하여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려 4백여 년 전의 모습인데 합리적이고 민주

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현대의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

고 있음에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

지는 가정에서 사임당은 아버지로부터 경전을 배우고 읽고 그 과정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여군자로서의 꿈을 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민주적인 가정환경

에서 자란 사임당은 결혼생활 및 자녀교육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48 -

(2) 결혼이후의 의사소통과정

① 명료성

사임당은 이원수와 혼인한 후 10여 년 동안 남편의 고향인 파주 율곡리와 친정인

강릉과 봉평 등을 옮겨 다니며 살다가 38세 되던 해에 시어머니 홍씨 부인이 연로

하여 가사를 돌보지 못하게 되므로 서울에 정착하여 시집의 살림을 도맡게 되었다.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경서를 읽고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했던 사임당으로서는 자신의 친정에 비해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나는

시집에서의 생활에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이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 손님들이 모여 남의 험담과 신변잡기로 수다

를 떠는 중에 사임당은 거기에 섞이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여성군자를 꿈꾸

며 학문에 열중하던 소녀시절을 지낸 사임당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을 것이

다. 이에 시어머니 홍씨 부인이 사임당에게 왜 대화에 섞이지 않고 말없이 앉아만

있는지 묻자 ‘세상물정을 모르는 여자라 말할 것이 없다’는 말로 공손하면서도 명확

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사임당은 평소에 시어머니 홍씨를 극진히 모시

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대답을 하고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시어머니

를 대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

기 위해 진심을 숨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경전을 읽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감춤 없이 표현하고 또, 그것이 수용되는 민주

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사임당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사 또한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② 개방적인 의사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

다.『율곡전서』시장에서 이정귀(1564∼1635)는 이원수에 대해 “진실하고 정성스러

우며 착한 것을 좋아하여 옛 사람의 기풍이 있었다.”라고 평하였다. 하지만 이는 율

곡의 아버지이기에 좋은 평가를 한 것이지 실제로는 한량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임해리,2015;108). 사임당의 입장에서 이런 남편과의 의사소통은 그리 명쾌한 과정

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원수에게는 권씨라는 첩이 있었다. 평소 권씨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

던 사임당은 이원수의 성품을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혹시 자신이 죽더라도 절대

재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를 두고 나누었던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자.

사임당 : 제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를 들지 마셔요. 우리에게 7남매의 자

녀가 있는데, 다른 자식이 필요하며 또 다시 무슨 자식을 두어 『예기』

에 가르친 훈계를 어길 수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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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수 : 공자가 아내를 내보낸 것은 무슨 예법에 맞는 것 입니까?

사임당 : 공자가 노나라 소공 때 난리를 만나 제나라 이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

는데, 그 부인이 따라가지 않고 송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그 부인과 다시 동거를 하지 아니했을 뿐 아주 내쫓았다는 기록

은 없습니다.

이원수 : 그러면 증자가 부인을 내쫓은 건 무슨 까닭입니까?

사임당 : 증자의 부친이 찐 배를 좋아했는데 그 부인이 배를 잘못 쪄서 부모 봉

양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쫓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증자도 한번 혼인한 예의를 존중하여 다시 새 장가를 들지는 아니한 것

이지요.

이원수 : 주자의 집안 예법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임당 : 주자가 47세 때 부인 유씨가 죽고 맏아들 숙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아

살림할 사람이 없었지만 주자는 다시 장가를 들지는 않았지요(정래주,

동계만록. 임해리,2015;117 재인용).

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에게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자녀를 타이르고 가

르치듯이 옛 성현들의 예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특별한

점은 이원수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에 관해 부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껄끄럽게 여

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고려시대의 풍속이 남아 있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는 하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원

수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은 아닌 듯하다.

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의 지적수준과 인품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원수 또한

자신보다 월등한 아내의 학문 수준과 인격을 존경하고 아내의 말을 늘 귀담아 들었

다. 이에 대해 이율곡의 문인이었던 김장생이 기록한 행장에서는 이원수 공에 대해

“꾸밈이 없고 마음이 너그러워 착한 것을 좋아하며 옛 사람의 풍조가 있었다”고 적

고 있다(강민수,2011).

사임당의 업적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자녀교육방법이다.

사임당은 어떻게 7 남매 모두의 개성과 재능을 꽃피워주고 지혜롭고 인격을 갖춘

인재들로 자라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어린 시절에 외조부와 아버지로부터 극진

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사임당도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녀에게는 확고한 자신만의 교육철학이 있었다. 사임당의 자녀교육 방법은 자녀들에

게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훈시를 하기 보다는 스스로 효를 실천하고 자기실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보고 따르도록 하였다. 일방적 교육이 아닌

민주적 교육을 한 셈이다. 사임당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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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효행을 직접 보고 체득하는 교육을 받았다. 사임당의 실천적 교육방법은 자

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7 남매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간의 우애는 무척 깊

었다. 대학자인 율곡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더 어렵게 생활하

는 형제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고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 한데 모여 생활하는 등 평

생 형제간의 우애를 잃지 않았다.

사임당은 평소에 태도는 조용하고 행동은 신중하였으며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의사소통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언어를 주고받는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한 UCLA의 심리학 교수 앨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가 7%, 청각적 요소는 38%, 시각적 요

소는 55%가 차지한다고 한다(다음백과사전, 2017).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언어보

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은 언어보다는 행위로 더 많

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사임당의 자녀들이 각자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

여 궁핍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고 부모에게 효도하였으며 형제간에 화친할 수 있

었던 것은 사임당과 4남 3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임당의 원가족과 결혼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자녀와의 의사

소통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성장기에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이

씨 부인은 명료한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였고 가족 간의 개방적인 의사표현과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를 보고 학습한 사임당의 결혼생활도 명료

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

호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51 -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 그녀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녀의 인생과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사

임당은 여성에게는 공식적인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

에서 스스로 빛났던 독립적인 여성이며, 뛰어난 예술가, 경전을 읽으며 군자로 살고

자 노력했던 위인이었다. 사임당은 총명함과 예술적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

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게 한 생태학적 환경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Walsh의 분류에 의한 가족 레질리언스 세 가지 구성요인 별로 나타난 사임당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념체계에서 사임당 원가족의 신념체계를 살펴보면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와 ‘초월과 영성’ 부분이 두드러진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평소 말수가 적

고 행실이 얌전하였다고 묘사된 인물인데 남편 이사온의 중병 앞에서는 여장부의

모습이 나타낸다. 이씨 부인은 역경을 앞에 두고, 선하게 살아온 자신과 남편이 결

코 벌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 부인에게 역

경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경에 대한 신념과 행동은 추후 신사임당의 신념체계에

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이후의 사임당에게는 공간적인 이동이 자주 일어났고, 정신적으로도 친정을

떠나 타지의 시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다정

한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정되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임당은 갑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잠시 주춤거렸지만 사임당은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고 비관한 채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을 초월하여 역경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킨다. 이 시기에 사임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아름다운 시들

을 남긴다. 즉 역경을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켰다.

오늘날 주말 별거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가족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원

가족에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신념과 높은 자제력을 통하여 양가 가족의 유지 및

자녀양육에 매진하는 강한 레질리언스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유형을 보면 사임당에게는 풍요로운 사회적·경제적 자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장기에는 학문적 경륜이 높고 자애로우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던

외조부모와 부모님이 계셨고, 사임당의 감성을 발달시킨 아름다운 주변 환경, 그리

고 7살 사임당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와 물감을 공급할 수 있는 경

제적 풍요로움에 이르기까지, 사임당이 위대한 화가, 시인, 교육전문가로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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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최상의 자원을 갖추고 있었다.

출가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보면, 친정어머니 이씨 부인이 외손주인 율곡에

게 제사를 부탁하며 집과 전답을 물려주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딸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시어머니 홍 씨 부인과 남편 이원수도 성품이 원만

하여 사임당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거나 예술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오히

려 장려하였다. 남편인 이원수는 사임당이 학식이 높고 사리분별이 올바른 점을 존

경하고 늘 사임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랐다고 한다. 사임당의 결혼이후 가장 큰

사회심리적 자원은 4남3녀 자녀들이었다. 자녀들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을 물려받아 시⋅서⋅화에 능하고 높은 인격까지 그대로 본받아 사임당의 큰 기쁨

이 되었다.

융통성 면에서 보면 아버지 신명화가 부유하고 명망있는 가문의 자제를 사위로 들

이지 않고 사임당이 타고난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집안 보다 조

금 낮은 집안을 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임당이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결정

적 한 수가 되었다.

결혼 전의 사회·경제적자원이 풍부한 가족환경은 사임당의 훌륭한 가족 레질리언스

로 평생 작동하는 원리이다. 또한 결혼이후에도 모자가정 출신의 남편과 경제적 수

준이 약간 낮은 결혼을 친정아버지가 선택하게 한 것은 딸의 예술적 재능을 고려한

선택이었으나, 반면에 이로 인해 사임당은 바느질과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했던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사임당의 일상생활의 융통성과

적응성은 향상된 점도 있을 것이다. 이는 4남3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삶에도 반영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는 이율곡의 기록

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남편 이원수의 외도(권씨라는 첩) 상황, 시어머니의 봉

양, 별거, 맞벌이가족의 삶, 친정어머니의 봉양, 4남3녀의 자녀양육이라는 주제는 오

늘날 우리나라 가족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신사임당이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뛰어 넘는 위대한 여성으로 존경 받는 것은 이 모든 점을 기록

하고 전했던 자녀(이율곡)들과 주위의 지인의 수준들이 가족 레질리언스로 존재하

여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 가족의 의사소통패턴 차원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적이고 민

주적이며, 비언어적으로 솔선수범한 신사임당의 의사소통 능력과 패턴, 상호협력적

문제해결력이 뛰어났었다.

성장기 사임당의 가족 의사소통과정은 현대의 가족에게 귀감이 된다. 아버지 신명

화와 어머니 이씨 부인의 대화를 보면 일방적, 지시적 대화가 아니고 자신의 의견

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공감하고 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신명화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부의 이러한 대화법은

딸인 사임당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고 가족 안에서는 민주적이고 활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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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법은 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임당이기 때문에, 결혼이후에도 가족 간의 의사

소통은 잘 이루어졌다. 율곡은 『선비행장』에서 “아버지께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

면 어머니께서 반드시 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장인 남편이지만 잘못하는 일

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하였다는 것이다. 사임당의 반듯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겠

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남존여비에 물들지 않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모

습을 보고 자란 때문이기도 하다. 남편 이원수도 부인의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였다

고 하니 부부간의 의사소통 과정도 과히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사임당

이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웠듯이 사임당의 자녀들 역시 서로의 의견을 존

중해 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았을 것이다.

오늘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자녀 간에 대화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부부대화기법이나 의사소통이 일상생활에 이루어지

고 있다면, 그 또한 자녀에게 대화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가족 규칙으로서 개방

적이고 민주적인 가족 의사소통은 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되고 전수되는 특성

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의 부부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은 훗날 자녀

들에게 귀감이 된 가족규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소통

모델로 존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한 여성이면서, 위인의 반열에 오른 신사임당의 생애사속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찾아 현대 가족생활에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에 의의가 있지만,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생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와 구술면담에서 얻을 수 있는 세밀하고 생생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직접 대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사임당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이 자녀와 지인들의 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시대적 필요이거나, 위인 여성으로서

현명한 어머니로서 추앙받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평가를 볼 때,

사임당 가족을 둘러싼 생애사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둘째, 시대성을 초월한 현명한 부모와 인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어디로부터 비롯

되는가를 살펴볼 때, 현대의 부모됨에 가치를 두는 것은 자료상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생애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오히려 중세기의 조선 가족제도가 남녀평

등적 요소가 다분하며, 처가살이를 하는 제도 등이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생태환경

이 있었다. 이 때문에 원가족에 딸만 있던 신사임당 가정에서 남녀차별 없이 재능

을 키워준 부모, 평등한 부부와 서로 존경하는 부부, 가족 레질리언스가 여러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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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분한 가족환경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

서 현대의 부모들도 자녀를 탓하기 보다는 자신과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가족 레질

리언스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명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설을 완전히 지지하

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사임당의 자녀 중 이율곡이나 매창 등의 자료들이 일

부 부모됨의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 인간의 성장과 생애는 무수한 사건들과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다만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본 가족의 레질리언스

형성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 요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역경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대처하는 힘은 시대를 뛰어 넘어 귀감이 된다는 것과 이것은 일부

자녀 성장의 기본 토양이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위인들의 생애사를 통해본 가족 레질리언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강점을 발견하여 건강한 가정과 좋은 부모 모

델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좋은

부모되기 교육 자료로서 위인들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등의 연구 결과들을

발견한다면, 현대의 부모들에게 가치 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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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mily Resilience through Shin-SaimDang’s

Life history

                                                                Kim, Ji Hyeo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This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to find family resilience in the life history of Shin 

Saimdang who was a woman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reached the rank of the 

great men and to examine what models her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 education 

method could be for the family life in our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literature related to Shin Saimdang's life and evaluation to form her life 

history and divided three factors in her life events into the period of growth and the 

period after her marriage based on F. Walsh’s family resilience theory and extracted and 

analyzed family resilience expressed in each period.   

   The reason is that due to the rapid disorganization and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 

children’s education or the solution of family problems, most families lack the role 

models that can be seen and learned from everyday life. In this sense, family strength 

(family resilience) shown through Shin Saimdang's life can be a value of a good model 

for the performance of the parent role in the situation of family disorganization, which 

becomes deeper in South Korea.

   As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this study classified her family life events based on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temporality by period, utilizing the perspective of life 

history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contents to find family resilience. The materials 

used include the critical biographies, historical records and papers related to Shin 

Saimdang.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it turned out that Shin Saimdang’s family of origin had remarkable strengths in 

‘giving a meaning to adversity’ and ‘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 in the belief system. 

Especially, her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on adversity had big influences on her 

belief system after marriage. Under these influences, she maintained the sublimation of 

artistic activity and the belief in the maintenance of family and child-raising during the 

period of adversity.

   Second, to examine the type of organization, in the period of her growth,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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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At the time, her families on paternal and 

maternal sides belonged to a high class, and domestic education was provided for 

women. Her maternal grandparents’ and parents’ unstinting love and support became the 

soil of her artistic talent and academic ability.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her 

family of origin acted as family resilience in her life after marriage. Her mother-in-law 

and husband served as supporters for her artistic activities, and especially, her seven 

children were important socio-psychological resources for her.

   Third, th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f her family of origin in the period of 

her growth were democratic and gender equal. In addition, she learned the cooperative 

ability of problem-solving. After marriage, her communication with her mother-in-law 

and husband was clear and smooth, which became a living model for her children. The 

transmission of the family communication process and the learn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and it shows an unchanged good model fo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marital communication even today. 

   In Shin Saimdang’s life history, actually, family lifestyles, similar to today’s family 

lifestyles appear, such as modern single-parent families,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separated families because of double-income families. However, the equal and democratic 

relations in family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resilience that acts as 

family power show a model of a healthy family for us today. This is a good model of  

parents for children, so historically, talented persons like Yulgok Yi I or Yi Maechang 

could be raised.

   By analyzing the resilience formation and family factors that acted as a strong 

family power examined through Shin Saimdang’s life history, despite there were various 

forms of adversity, the power to cope with them can be a model for us beyond the 

ages.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hat based on family strength (family resilience) of 

three generations of her family in this study, democratic educational philosophy and 

communication,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programs of ‘education for becoming  

good parents’ for happy family and successful children education.

▣ Key Words : Shin SaimDang, Studies of life history, Family resilience, Parent ro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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