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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 : <다큐공감>

          100세 시어머니와 81세 며느리의 아름다운 여행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5일(일) 밤 8시 05분~

■ 연출 : 김우현, 장상일

■ 작가 : 박채정 

■ 제작사 : 아이테르

■ 내레이션 : 배우 고두심

■ 출연자 : 이종섭 (81세 며느리), 이기순(100세 시어머니)

■ 기획의도   :

“비행기 타봤냐고? 창경원서 타봤지!”- 100세 시어머니 이기순 할머니

“엄니! 창경원 건 가짜, 이거는 진짜 비행기여”- 81세 며느리 이종섭 할머니

 

2016년 여름, 생애 첫 고부여행에 나서는 용감한 시골 할머니들이 

있다. 100세 시어머니 이기순 할머니와 81세 며느리 이종섭 할머니가 

그 주인공.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다 바다 건너 제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비행여행’이다. 암을 3번이나 이겨낸 81세 며느리와 생

애 첫 제주여행에 도전하는 100세 시어머니! 한 지붕 아래 60년을 살

아온 고부의 사랑을 통해 호모헌드레드(백세인간)시대, ‘행복’과 ‘효’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본다. 

■ 주요 내용 :

# 100세 시어머니와 81세 며느리의 생애 첫 비행 

제주행 비행기에 특별한 승객 둘이 탔다. 충주 산골마을에서 온 100세 

시어머니 이기순 할머니와 며느리 이종섭(81) 할머니. 100세 인생 처음

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보는 시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하고, ‘껌

딱지’를 자청한 8순의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



는데. 갑자기 며느리의 손을 꽉 움켜쥐는 시어머니!

# 호된 시집살이 60년, 그리고 세 번의 암! 

언제, 어디서나, 웃는 얼굴로 하하하하... 

어디서나 인기 만점인 이종섭 할머니. 할머니는 스물 하나 꽃다운 나이

에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 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

집살이를 했고. 마음고생으로도 모자라 13년 전에는 갑작스러운 암 선

고까지 받았다. 위암에 대장암, 자궁경부암까지 3번이나 암 투병을 했

던 며느리는 놀랍게도 그 3번의 암을 모두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쓰고, 매웠던 시집살이를 넘어 암까지 극복해낸 팔순의 며느리. 암 치

료를 받는 며느리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어머니를 위해 

차려온 건강밥상이라는데!

고부가 사는 마을은 뒷동산만 올라가도 온갖 산나물과 약초를 쉽게 구

할 수 있는 청정지역. 60년 동안 입맛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밥상을 책

임져온 며느리는 요즘도 자연의 맛을 한 상에 가득 차려낸다. 시어머니

를 위해 준비했던 이 정성스러운 밥상이 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 며느리. 

# “소원? 앉은뱅이 된 우리 엄니 세상 구경시켜드리는 거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머리를 곱게 빗겨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며느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 10개월 전 골반을 다친 후로 

아예 걷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에게 바깥세상을 구경시켜드리는 것이다. 

아흔 여덟 나이에도 밭두렁이며 마을회관, 동네 성당까지 누비고 다니

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방안에 갇혀 눈 비 오고, 바람 불고, 꽃피는 풍

경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마음 아프다. 깡마른 자신보다 두 배는 더 무거

운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방석에 태워 방에서 마루로 옮기고, 아들에게 

부탁해 마당이 잘 보이는 cctv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 집 밖으로 나간 100세 노인!

  과연, 시어머니는 100년 만의 첫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60년 간 시집살이를 한 어머니를 이제는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며느리



의 자녀들. 하지만 며느리 종섭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두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며 버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사는 큰딸로부터 제주행 

항공권을 예약해두었다는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를 맡아줄 사람을 찾느라 동분서주 하던 81세 며느리는 고민 

끝에,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다. 평생 동안 시골마을을 벗어난 적 없는, 

그나마도 이제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된 시어머니에게 바다 건너 제주를 

구경시켜드리는 것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효를 다 하고 싶은 81세 며느리 이종섭 할머

니, 100년 만에 생애 첫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에 도전하는 이기순 

할머니, 과연 고부는 무사히 제주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