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열린마당 Ⅱ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 정매랑(鄭梅娘)
부부의 믿음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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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당 송준길과 정매랑 부부는 동춘당 가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동춘당은 조선후기 정치와
학문·사상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기호유학의 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춘당은 율곡 이이의
학맥을 이으면서도, 퇴계 이황을 평생 스승으로 삼고 존모하며 기호·영남학의 조화를 추구하였
다. 이는 동춘당의 타고난 자질이 온후하고 순수한 면이 있는데다가, 영남학자 우복 정경세의 사
위가 된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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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길은 타고난 자질이 온후 ·순수하고, 예법과 태도가 탁
트여 그를 바라보면 빙옥과 같았다. 그가 학문에 힘을 얻은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행의 “셕대 병이

판독문
봉투 답샹 / 송교관 집 ᄒᆡᆼ차

가 시프니(석대의 병이 또 났는가 싶으니)”일 것이

내용 남편 송준길이 아내 정매랑에게 보낸 편지. 7월 8일

열린충남

현종개수실록13년 12월 5일 송준길 졸기에 의하면,

다. 셕대(碩大, 1630-1636.2.21.)는 7세에 요사한(『동춘

곳은 무엇보다도 심경 ·근사록 등의 서적에 있었다. 본

당일기』 1636년 2월 21일. “鷄數鳴, 碩兒, 化.”) 송준길 부
부의 둘째 아들이다. 석대는 죽기 직전까지도 잦은 병치레

조의 선현에 있어서는 이 문순공 황을 평생 사법으로 삼았다.

를 하였다. 송준길은 일찍 죽은 가족들의 무덤을 위한 <학당
浚吉天資溫粹。 儀度瑩澈。 望之如氷玉。 其學得力。最在心

산묘표>에서, “석대는 숭정 경오년에 태어났는데, 골상과 도

經ㆍ近思諸書。而沿溯濂洛之淵源。於本朝先賢。以李文

량이 비범하였으므로 온 집안의 기대가 매우 컸다. 병자년에

純公滉爲終身師法”고 평가되어 있다.

병 치료를 위해 아비를 따라 서울로 갔다가 마마에 걸려 죽
으니, 듣는 이들이 모두 탄식하며 애석해 하였다”라고 석대

동춘당은 18세 때에 두 살 연상의 정매랑과 혼인하였
다.(1623년 10월 13일 혼). 정매랑은 52세의 나이로 죽기

남편 송준길이 아내 정매랑에게 보낸 편지.

까지 친정이 있는 경상도 상주와 혼인 이후의 집 대전 회덕

느ᄌᆞ니 든녀 오나늘 유무 보고 깃거

을 오가며 동춘당 가의 위상 정립에 크게 헌신하였다. 자녀

호ᄃᆡ 셕대 병이 ᄯᅩ 란ᄂᆞᆫ가 시프니

는 2남 4녀를 출산하였는데, 큰아들 송광식과 두 딸이 장성

갓던 롬 더려 무로니 하 금ᄌᆞ기 니

하였고, 1남 2녀는 요사하였다. 동춘당 부부가 여섯 아이를
낳아 세 명의 아이를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과 죽음에

① 늦게 다녀서 오거늘 (당신의) 편지를 보고 기뻐하되,

린 아들 석대의 병이 또 도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며 아내

르니 어내 롤라와ᄒᆞᄂᆡ 요ᄉᆞ이ᄂᆞᆫ

니 매우 끔찍하게 말하니 매우 놀라워하네. 요사이는 어

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송준길은 ⑦에서 “(당신은) 마음을 단

엇던고 ᄒᆞᆫ 양으로 그러ᄒᆞ면 더우나마나

떠한지 한 모양으로 그러하면 덥거나 말거나 내가 가볼

단히 먹고 안정하여 병나지 않게 하소.”라고 부탁하였다. 송

내 가볼거시니 사ᄅᆞᆷ ᄯᅩ 보내ᄂᆡ 음식

것이니 사람을 또 보내네.

준길은 어린 자식 석대의 잔인한 죽음 앞에서, 아내 걱정을

③ 음식도 일절 못 먹는지 자세히 기별하소.

우암 송시열은 “동춘당 집안이 가도가 흥하고 예법이 행하

겨집죵은 원실 보내랴 ᄒᆞ엿더니

여질 수 있었던 것은 부인 정매랑의 내치, 동춘당의 수제가

쟈근개ᄂᆞᆫ 보내고져호ᄃᆡ 희보기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브듸 두어지라 ᄒᆞᆯᄉᆡ 란금이를

보내려고 하되 희복이가 (계집종은) 부디 곁에 두고 싶다

보내뇌 아ᄒᆡ ᄃᆞ려올제 ᄒᆞ나흐랑 도

하므로 난금이를 보내네. 아이 데리고 올 때에 하나는

로 보내소 나ᄂᆞᆫ 됴히 디내니 렴려

도로 보내소.

之賢。不可勝書。而見同春家道興而禮法行。則可以知夫人內
治之成矣。以夫人內治之成。而同春修齊之功)
동춘당 부부는 가정경영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배려의 모습
으로 나타나는데, 송준길이 정매랑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
서도 확인된다.

마소 아므려도 자내 하 패ᄒᆞ엿던 거시
니 그리 편히 디내디 몯ᄒᆞ면 ᄀᆞ장
샹ᄒᆞᆯ 거시니 ᄆᆞᄋᆞᆷ을 ᄃᆞᆫ〃이 먹고

④ 계집종은 원실(元室)에게 보내려고 하였더니, 작은개는

먼저 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정매랑은 남편으로부터 수신한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하여, 남편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
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송준길 부부는 친자녀 이외에 사
위 나명좌와 손자 순룡과 우현의 요절도 목도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그 무엇으
로 깊이를 가늠할 수 있으리? 일곱 살까지 자란 어린 자식의

⑤ 나는 잘 지내니 염려마소.

질병과 죽음 앞에서, 그 긴박한 상황을 홀로 겪어내고 있는

⑥ 아무래도 자네가 너무 쇠약해졌으니, 그렇게 편히 지내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손 안에 배달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뎡ᄒᆞ여 병 나디 아니케ᄒᆞ소 일개

못하면 가장 (몸이) 상할 거시니 (당신이) 마음을 단단히

는 남편의 한 마디 말. 부부와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

각〃 이시니 민망커니와 이 두어 ᄃᆞᆯ이

먹고 안정하여 병나지 않게 하소.

각한다.

언머 디나며 ᄇᆞᆯ셔 그리 되연ᄂᆞᆫ 거슬
[上]
어이ᄒᆞᆯ고 분별말고 디내소 온 거슨 ᄌᆞ셰 밧ᄂᆡ 가ᄂᆞᆫ
것도 ᄎᆞ려 밧소 하 총망ᄒᆞ여 아므ᄃᆡ도 편지 아니ᄒᆞᄂᆡ

⑦ 한 가족이 각각 있으니 민망하거니와, 두어 달이 지났으니
그렇게 된 형세를 어찌하겠소? 걱정 말고 지내소.
⑧ 온 것은 자세히 받았네. 가는 것도 잘 받으소.

이만
칠월 초팔 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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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편지는 송준길이 가족을 떠나 두 달 남짓 외거하며, 어

② 석대(碩大)가 병이 또 났는가 싶으니, 갔던 놈 더러 물으

도 일졀 몯 먹ᄂᆞᆫ가 ᄌᆞ셰 긔별ᄒᆞ소

(송시열, 『宋子大全』187, <贈貞敬夫人鄭氏墓誌>. “蓋夫人

의 죽음을 애도하고 회고하였다.

⑨ 너무 총망하여 아무 곳도 편지 아니 하네. 7월 8일 명보.

송준길, 정매랑 부부의 묘소 전경

노출된 긴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반증한다.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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