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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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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호모 

나랜스(Homo Narrans)이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나 기억을 말을 통해 밖으

로 표출하면서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 과정에서 구조화되는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며, 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사학이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

서 전개되어온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지

만 근대 이후 역사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앎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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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로 대문자 역사(History)에만 천착하였을 뿐 개별 인간의 작은 이야기

들(histories)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나 기억을 진술한 소문자 역사들이 가변적인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에 인간과학을 표방하는 역사학의 합당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1) 

과학을 표방하며 실증적 연구에 집중한 역사학의 시선은 근대의학의 탄생

과 발전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고대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의학이래로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에는 환자와 의사의 이야기를 중요시

하는 소위 ‘서사적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임상의학은 본질적으로 환자

와 의사가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소통적 이야기 행위

이다. 하지만 근대의 과학적 생의학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보다는 통계적으로 

추상화되고 표준화된 인간과 질병에만 주로 관심을 갖으면서 서사적 전통은 

급격히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에 대한 개인의 체험적 

이야기보다는 각종 첨단기계들이 드러내는 질병의 자리와 흔적을 더 중요시

한다. 근대 이후의 역사학이나 의학 모두 개인의 기억, 체험, 고통 등을 주변

부로 밀어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구술, 즉 이야기에 주목하는 구술사나 서사의학

(narrative medicine)2)은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양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나아가 실증적인 연구를 표방하는 근

대 이후의 주류 학문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하며, 주변부로 

1)  이른바 ‘실재로서의 역사’를 추구하려는 랑케(Leopold von Ranke)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야

기로 표출되는 인간 기억의 상대성, 주관성, 불안정성, 선택성, 차후추수성 등을 거론하며, 

기억과 역사를 구분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써 기억에 의해 재현되는 이야기는 신뢰하기 어려

운 대상이 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이들의 시선에선 ‘실재로서의 

역사’ 역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반론도 제기

될 수 있다. 기억과 역사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시선에 대해서는 안병직(2007), 전

진성(2005), 강성호 외(2002), 화이트(2011) 등을 참조하라.

2)  본 논문에서는 서사(narrative)를 의학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 또는 

의학교육에 서사를 적용하려는 학문적, 실천적 흐름을 포괄하는 의미로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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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난 개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치유적 효과를 도모하는 실천적 분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구술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표

방하면서 침묵과 망각 속에 잠겨있는 개인들의 목소리를 기억의 그물로 끌어

올려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서사의학도 현대의학의 권위에 의해 소

외되고 억압된 개인들의 목소리를 의학에 전면으로 끄집어내고자 한다. 이는 

두 분야가 고통의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공유할 가능성을 내

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술사와 서사의학 사이

의 접점을 탐색함으로써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시

론적 성격의 시도이다. 서로 다른 학문적 전통과 실천 양식을 갖고 있는 분야

들을 단지 융합이나 통섭 등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한자리에 모아 놓는 것

은 오히려 폭력에 가깝다. 이는 구술사와 서사의학이라는 지적 뿌리와 발전 

맥락이 전혀 다른 두 분야의 만남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두 분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서사에 주목하여 두 분야의 만남 가

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이다. 이는 좁게는 두 분야의 상호 보완적 역할

에 대한 이해, 넓게는 ‘두 문화(two cultures)’의 관계와 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2. 구술사의 흐름과 특성

1) 구술사 연구의 흐름3)

3)  서구의 구술사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Lynn Abrams(2010)를 참조. 국내 구술사 연구의 흐

름에 대해서는 윤택림^함한희(2006), 김귀옥(2006), 이용기(2009), 함한희(2010) 등의 연

구에서 충실히 정리되었다. 그 외에도 서구와 국내의 구술사 관련 연구들은 왜곡된 역사 다

시 쓰기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역사적 상흔의 치유를 돕는 실천적 탐색을 도모하는 흐름

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opular Memory Group(1982), 

Stielow(1986), Thompson(1990), Ritchie(1995), 육영수(2001), 육영수(2004), 안병직

(2007), 안병직(2008), 삼인편집부(2002), 서경식(2009), 전진성(2005), 전진성(2008),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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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대개는 두 가지로 모아

진다. 하나는 방법과 행위의 측면, 즉 대상자를 인터뷰하여 구술 채록을 한 뒤 

이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문자 텍스트로 만든 다음, 취사선택하여 해석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구술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런 활

동의 결과로 탄생한 구술 자료 자체를 구술사라 하기도 한다. 결국 구술사는 

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 서술과 구술 채록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윤택림ㆍ함한희, 2006: 46-50).

서구의 구술사 연구는 크게 시대별로 세 가지 흐름을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한국의 구술사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세기 전반, 서구

의 구술사 연구가 태동할 당시에는 구술 자료의 획득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

히 미국의 경우 1930년대 후반의 뉴딜 연방 작가 프로젝트(New Deal Federal 

Writer’s Project)나 1948년 역사가 네빈스(Allan Nevins)에 의해 시작된 콜

롬비아 대학 구술사 프로젝트(Post War Columbia University Oral History 

Project)처럼 평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

물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려는 연구들이 구술사의 시작을 알렸다. 유럽의 경우

는 대개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전통에서 구술 채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구술사 모두 강단 역사학계 외부에서 시

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Abrams, 2010: 4). 1970~80년대에 이르면 서구의 

구술사는 역사학의 내부에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다. 특히 주류 역사가 문

자로 기록된 사료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은 반면, 구술사는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의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는데 주

력함으로써 소위 ‘회복으로서의 역사(recovery history)’로 자리매김하게 된

다(Abrams, 2010: 5). 한국의 경우 구술사 연구가 시작된 것이 이 즈음이다. 

성 외(2009), 조일환 외(2008), 조동환ㆍ조해준(2008), 윤택림(1994), 윤택림(2003), 윤택림

(2004), 윤택림(2011), 정근식(2005),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김호연(2009), 김호연(2012), 

김호연ㆍ엄찬호(20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ㆍ한국정신대연구소(2001), 한국정신대연구소(2001), 한국정신대연구회ㆍ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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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0년대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에서 스무 권으로 발간한 민중자서전 

시리즈는 한국 구술사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성과물이다. 또한 1980~90년대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발맞추어 그동안 불온시 되었던 좌익 활동가나 광주 민

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관련 증언, 일제시기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이 채록되기 시작하였다(이용기, 2009: 294-5). 이런 구술 채록들은 분명한 

역사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핍박 받으면서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던 개인들의 목소리를 기록, 보존했다는 측면에서 ‘회복

으로서의 역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주류 역사학이 구술사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는 구술 자료의 주관성과 부정확함은 사료의 엄밀함을 추구하

는 역사가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술사가들은 구술사 

방법론의 정당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서구에

서 다양한 구술사 이론과 방법론이 모색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초기에는 구술사가들이 실증 사학의 공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구술

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면, 후기로 갈수록 구술사 이론이 발전하

게 되고 이에 따라 구술 자료가 갖는 고유의 성격을 체계화하여 그것을 장점

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제 대부분의 구술사가들은 실증

적인 역사학의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또 다른 역사학으로서

의 구술사를 탐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류학

계를 중심으로 서구의 구술사 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흐

름은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로 확산되었다(이용기, 2009: 293-6). 

물론 그 수용은 매우 더디었다. 이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구술의 역사 사료로

서의 특성에 대한 저항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술사에 대한 이론적^방

법론적 논의들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구술사 연구가 활성

화되는 단계에 접어든다. 특히 한국 전쟁이나 산업화, 민주화를 포함한 한국 

현대사 부문에 대한 구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고, 구술 범위 또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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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규모 기획이나 국사 편찬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이 구술 자료를 수집하

게 되면서 한국의 구술사 연구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나아가 디지털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채록된 구술 자료들을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정리, 보존

하고 이를 공개하여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

지고 있다(이용기, 2009: 301-3).

2) 구술사의 특성

구술사 연구와 기존의 역사 연구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과의 대화, 즉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술사는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특성들은 대개 구

술성(orality), 서사성(narrativity), 주관성(subjectivity), 신뢰성(credibility), 

객관성(objectivity), 저자됨(authorship), 수행성(performativity), 가변성

(mutability), 협동작업(collaboration)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Abrams, 

2010: 18-25; 윤택림, 2010: 77-94; 윤택림ㆍ함한희, 2006: 50-7).

구술사는 무엇보다 문어가 아닌 구어를 다루는 작업이다. 말을 할 때는 개

인의 언어 습관, 주변의 상황 등이 관여하고 이런 것들은 음성의 변화, 강약, 

빠르기 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실제 녹취문에는 이런 구술성이 모두 생

략된다. 따라서 구술사가들은 말의 리듬, 음량, 음조와 같이 글로 복제될 수 

없는 구술 자료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왔고, 이런 구술성이 단지 언어학적

인 문제가 아니라 구술자의 감정이나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자료

이며 따라서 개인적^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구술 자료는 또한 서사물이다. 구술은 구술자의 과거 경험이 특정한 형식

으로 이야기되는 서사 행위이다. 따라서 구술은 특정한 내용과 줄거리를 갖

게 되고, 특정한 형식과 플롯을 통해 전개되는 고유의 서사 전략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이런 서사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구

성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구술 속에 암묵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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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몸은 의사표현을 도와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

다. 몸짓, 표정, 목소리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구술 과정에서 드러

난다. 이런 구술의 연기적 특성(performance)은 이야기의 내용에 못지않게 

이야기가 발화되는 형식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구술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퍼포먼스 형식을 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형식은 구술자가 경험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방식, 즉 구술자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구

술의 퍼포먼스는 구술이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행위임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구술사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의 관점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이런 주관성은 진술되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의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건은 구술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

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구술이 갖는 주관성은 구술사의 다양

한 특성을 연쇄적으로 발화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실증적^객관적 시선으로 

볼 때 주관적인 구술은 사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이 

과거를 왜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관성

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의 주장처럼 주

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의 진실 못지않게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구술자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이

다(윤택림, 2010: 84). 

그러나 구술의 주관성은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주관적인 구술 자

료는 가변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구술사의 이론적 특성들은 신

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뢰성

은 기억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에 대해 선택적이고 왜곡

될 수밖에 없는 기억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구술사에서는 기억의 왜곡 가

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왜곡이 왜 일어났는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론적 돌파구를 찾았다. 즉 기억은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순서대로 

저장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특성이 상호작용

하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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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뿐만 아니라 그 사건

에 부여하는 의미의 정합성, 즉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이다.4) 

구술은 구술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다. 구술자는 면담과

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술

자가 단순히 피동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의 의도, 

해석 방향에 따라 동일한 구술자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

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호주관적인 성격은 기존의 역사 연구에 비해 구

술사에서 피연구자의 지위를 격상시킨다. 즉 연구자와 피연구자는 구술 텍스

트에 대한 공동저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구술

사가들은 피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구술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 주어 진정한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3. 서사의학의 흐름과 특성6)

1) 서사의학의 흐름

서구에서 행해진 서사의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설명할 

4)  “구술 자료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실보다는 서사적 진실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적 

진실은 사실적 진실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사적 진실이 사실적 진실로 변환되어 문헌 속

에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 자료에 의한 과거의 재구성이란 언제나 미완성이며 부

분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문헌 자료를 통한 과거의 재구성도 미완성이며 부분적이라

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윤택림ㆍ함한희, 2006: 56-7).

5)  즉 구술은 상호 소통적 스토리텔링과 의도적인 다시 쓰기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더욱 중

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편집되고 왜곡된 기억을 재해석하고 수정하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술에 임하는 당사자는 환자나 내담자로 표상되는 객체적 존재와는 다

른 지점에 서있게 된다. 이는 치료하는 자와 치료받는 자라는 일종의 권력관계를 벗어나 자기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호연, 2012: 34-6).

6)  이 장은 다음의 논문 1장 2절 및 4장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황임경, 2011: 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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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7) 첫째는 질병과 질병체험서사(illness narrative)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 흐름이다. 대부분의 서사의학관련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고, 특히 ‘문학

과 의학(literature and medicine)’이 대표적이다. ‘문학과 의학’은 1970년대 

초반 생의학에 기초한 현대의학의 폐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미국에서 

생겨난 다학제적 학문 분야로서, 의과대학에 문학 전공자가 교수로 임용되

면서 의학에 서사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학과 의학’에서는 특별히 질병을 다룬 문학 작품을 통하여 질병 체험이 어

떻게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구성되는지, 그러한 서사가 질병 체험을 하는 환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질병과 서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

루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내 연구자들로는 샤론(Rita Charon), 호킨

스(Anne H. Hawkin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

용하여 질병에 대한 문학 작품이나 환자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의학교육과 의료에 서사적 방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호킨스는 투

병기(pathography)라는 장르를 도입하여 많은 문학작품과 자서전 등을 질병

과 관련된 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의학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Hawkins, 1999). 샤론의 경우 좋은 의료 

행위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이야기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서사적 역량

(narrative competence)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천착하였다. 그 결과 의료행위와 의학교육에 이야기의 도입을 주장하

는 ‘서사중심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안하

였다(Charon, 2006). 영국에도 그린할(Trisha Greenhalgh)과 허위츠(Brian 

Hurwitz)를 중심으로 서사의학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 이들은 증거중심의

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의료인문학을 연구하

였고, 『서사중심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과 『보건 의료 분야의 서사

적 연구(Narrative Research in Health and Illness)』를 각각 출간한 바 있다

7)  이 밖에도 의료윤리에 대한 서사적 접근(narrative approaches to medical ethics), 즉 서사의

료윤리에 대한 흐름이 존재하나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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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alghㆍHurwitz, 1998; Hurwitzㆍ GreenhalghㆍSkultans, 2004). 유

럽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의료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서

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서사를 의학의 중심으로 보는 

더 넓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영국 학자들은 환자들의 질병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DIPEx(Database of Individual 

Patient Experience)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증거중심의학의 코크란 라이브

러리에서 힌트를 얻어 환자의 질병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는데, 그 목

적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에게 다양한 질병 경험

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들은 2001년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dipex.org)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을 포

함하여 10개국에서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urwitzㆍGreenhalghㆍ

Skultans, 2004: 115-31).

의료인류학과 의료사회학 영역에서도 질병체험서사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

발하다. 특히 의료인류학 분야의 클라인만(Arthur Kleinmann)과 굿(Byron J. 

Good), 의료사회학 분야의 프랭크(Arthur Frank)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클라인만과 굿은 주로 환자의 질병체험서사를 인류학적인 방법론으로 사용

하여 만성 질병의 문화적인 의미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으며,  클라인만의  

『질병체험서사(illness narrative)』는 서사를 의학에 끌어들인 가장 중요한 연

구 가운데 하나이다(Kleinmann, 1988). 프랭크는 본인이 겪었던 질병의 경험

을 통해 현대 의학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밝혀내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에서 소외된 환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Frank, 1995).

둘째는 서사를 의학과 의료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는 철학적 연구나, 병원

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와 환자-의사 관계 등을 서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헌터(Kathryn M. Hunter)를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의학과 의료행위

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야기 방식을 서사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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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의학과 의료가 결국 서사적 행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혀

내었다(Hunter, 1991). 철학과 윤리학 분야의 브로디(Howard Brody)는 『질

병의 이야기들(Stories of Sickness)』을 통해 의학과 서사의 관계를 철학적으

로 검토하여 이야기 행위를 의학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 했

다(Brody, 2003). 의철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의학과 철학 잡지(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996)』에서도 의학과 서사를 다룬 논문들을 담

은 특별판을 출간하면서 서사와 의학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반영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는 의학과 서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나 최근에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야기 활용에 대한 연구나, 말기 

암 환자나 의과대학생의 해부학 교육 경험, 여성여사의 수련 경험에 대한 질

적 연구의 일환으로 서사 분석을 이용한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임인석ㆍ박

일환ㆍ박용익, 2010; 권복규ㆍ배현아, 2011; 최귀연ㆍ김정민ㆍ서제훈ㆍ손현

준, 2009; 안재희, 2012).8) 또한 질병체험과 서사의 관계나 의료윤리와 서사

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서구에서 행해진 서사의학에 관한 연구를 포괄적으

로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서사의학에 관한 연구

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황임경, 2010; 황임경, 2011a; 김진경, 2011; 황임경, 

2011b), DIPEx KOREA연구를 통해 국내 환자들의 질병체험서사가 데이터베

이스화 되고 있으나(우상수ㆍ정수정ㆍ진정근ㆍ황은미, 2011: 53-61), 아직 

학문적 완결성이나 임상적 적용 측면 모두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2) 의학의 서사적 특성

의학은 환자와 의사의 임상적 만남을 바탕으로 한다. 환자는 질병을 앓는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질병이라는 삶의 사건을 겪어내는 실존적 존재

이기도 하다. 따라서 질병은 환자에게 특정한 의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의

8)  이 밖에도 의학의 연관 분야인 간호학에서는 현상학적 접근법과 같은 질병체험에 대한 질

적 연구에 환자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이용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 참조(공병혜, 2010: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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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런 의미를 해석해내야 한다. 의학이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개별 사례

에 대한 해석학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환자와 의사의 만남

을 매개하는 것은 환자의 몸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symptom)과 그것이 외부

로 드러나는 징후(sign), 증상과 불편함에 대한 환자의 이야기, 환자의 몸에 

대한 각종 검사 기록 등이다.9) 특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의 이야기이다. 환자의 이야기 속에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그것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고, 의사의 이야기 또한 질병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생각과 가치관, 의료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 있

기 때문이다. 임상의학은 환자와 의사의 서사 교환 행위이며, 이런 서사의 해

석 행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시간 경험으로 이해

하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야기의 플롯을 통해 행위의 의도

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는 개인의 특수한 삶의 맥락과 밀접한 관계

를 맺으며,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대해 책

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 또는 서사의 특성과 기능은 서사의학에도 그대로 적

용되는데, 특히 시간성(temporality), 개별성(singularity), 인과성 및 우연성

(causality/contingency),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윤리성(ethicality)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Charon, 2006: 39-41).

물리적 실체로서의 질병은 시간의 흐름에 철저하게 의존한다. 고대 히포

크라테스 의학이래로 서양의학은 질병의 자연사(natural history)라는 개념을 

통해 물리적 질병의 시간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 왔으며, 의학적 서사물은 이

런 질병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물리적 시간만큼이나 경

9)  현상학자인 레더(Drew Leder)는 환자와 의사의 만남을 해석학적 모델로 설명하면서, 환자

와 의사를 매개해주는 4가지 텍스트, 즉 경험적(experiential)텍스트, 서사(narrative)텍스트, 

신체적(physical)텍스트, 도구적(instrumental)텍스트를 제안하였다.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

용(황임경, 2007: 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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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시간 개념 역시 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질병에 걸린 환자는 평

상시와는 전혀 다른 시간 경험을 하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환자의 2

시간과 영화관에 앉아 있는 사람의 2시간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이다. 이

런 변형된 시간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필요하다. 리쾨

르(Paul Ricoeur)에 따르면 “시간은 서사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반면에 이야기는 시간 경험의 특징들을 그리는 한에 있

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리쾨르, 1999: 25).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변

형된 시간 경험과 그에 대한 서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환자들을 좀 더 깊

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은 객관화되고 통계적으로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치료법을 통해 질병

에 대처한다. 하지만 질병을 앓는 환자는 이런 객관성의 영역으로 전부 포섭

할 수 없는 개별성과 특이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질병이 삶의 맥락과 떼

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은 오직 서사

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 서사는 개별 사건을 다룬다. 의학에서의 개별 사

건은 곧 사례(case)이다. 개별 사례는 다른 사례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맥락

과 경과, 인과 관계를 갖게 된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사

례는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 사례에는 생의학적 질병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

니라, 질병과 환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개인적, 사회적 사건들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사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을 한다. 특히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플롯

(plot)이다. 개별 사건들은 우연성의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이런 우연성을 가

로질러 각 사건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여 서사적 인과성을 밝혀 주는 것이 플

롯이다. 질병은 개인에게 벌어진 우연적인 사건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요소들도 모두 개별적인 사건일 뿐이다. 의사는 이런 요소들을 인과의 사슬로 

엮어서 의학적으로 적합한 진단명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플롯

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적 서사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병원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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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와 같은 의학적 서사물 역시 사건의 원인, 목적, 선행사건, 결과 등을 탐

구하여 플롯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Charon, 2006: 48).

서사는 어떤 사건을 누군가에 말하거나 쓰는 행위이다. 따라서 서사 텍스

트는 언제나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읽는 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두 주체

의 만남을 통해 서사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다. 서사학에 따르면 서사 텍스

트의 의미는 작가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독자가 무조건 수용함

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작가는 잠

재적 독자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임으로써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독자 

또한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주체로서의 자신을 재구성해 나가는 상호주관

성의 영역에 놓여 있다. 샤론은 환자-의사 관계가 작가-독자의 관계와 유사하

다고 주장한다(Charon, 2006: 53). 그 근거는 환자-의사 관계나 작가-독자 관

계 모두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환자-의사 관계는 언어, 신체 증상 등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독해하는 행위이

며 따라서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주관성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의사는 환자라는 작가의 가장 진실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상호주관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윤리성을 내포하게 된

다. 텍스트를 읽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대방의 내밀한 영역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적인 만남은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화자나 작

가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환자는 의사와의 만남의 바로 그 순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

여 들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서사는 그 자체로 윤리적 삶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공해 준다. 훌륭한 문학 작품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도덕적

인 삶과 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고 이는 추

상적인 도덕 원칙이나 원리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환자가 들려주는 이

야기와 의사들이 임상 경험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의료 영역은 물론 

삶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도덕적 딜레마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

기를 통해 환자나 의료인 모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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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이해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갈등 상황에 슬기롭

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4.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접점 찾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사와 서사의학은 각각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 독

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두 분야는 학문적 목표 설정 면에서 차이

가 있다. 구술사가 역사적 진실의 규명에 초점을 둔다면, 서사의학은 육체적 

질병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두 분야의 탄

생 배경이나 지적 발전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구술사는 태동기

부터 역사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개인의 목소리를 발굴함으로써 대문자 역

사가 간과해온 역사의 여백을 채우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고, 이 과정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역사를 기억을 통해 바로잡고, 이로써 진실을 찾는다면, 역

사적 상흔이나 몸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라고 보았다. 달리 말해 구술사는 진

실 찾기를 통해 부수적으로 상처의 치유를 돕는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았

던 것이다. 따라서 구술사에서 인간의 몸은 항상 부차적인 관심거리였다. 인

간의 몸에 난 상처는 진실의 증표이고, 따라서 인간의 몸은 주체의 고통과 분

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술사에서는 몸을 부차적이고 주변부적인 

관심 대상으로만 취급하였다. 반면 서사의학에서는 몸과 주체가 분리되지 않

는다. 질병을 앓고 있는 주체는 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

금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 이때 주체는 질병을 담지

한 몸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다. 따

라서 서사의학에서 드러나는 서사적 진실은 몸의 진실(corporeal truth)을 매

개로 발현되는 성질의 것이다(Charon, 2006: 99).

학문의 목표와 몸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더하여 두 분야는 여러 

면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구술사는 과거의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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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과 망각의 과정을 중요시한다면, 서사의학은 경험이 의미화 되는 과

정을 더 중요시한다. 또한 구술사에서는 구술된 자료의 사용이나 보관과 관

련된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의 윤리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 반면 서사의학은 이야기의 상호주관적 측면이 결국에는 윤리성과 이어

진다고 본다. 구술사에서는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차원의 기억 

즉, 대중기억, 문화적 기억 등의 개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서

사의학에서는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이야기 혹은 메타서사(metanarrative)와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자료의 측면에

서 볼 때에도, 구술사는 구술 자료와 그것을 문자화한 구술 텍스트에 주로 의

존하고 있다. 반면 서사의학은 구술자료 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 텍스트, 즉 

질병에 대한 투병기, 환자나 의료인들의 에세이, 공식적인 의무 기록, 질병과 

의학에 관한 문학작품, 영화, 연극과 같은 다양한 서사 텍스트를 탐구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술사와 서사의학은 공유할 수 있

는 지점이 존재하며, 이런 공유지점은 두 분야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각각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무

엇보다 두 분야는 이야기를 매개로 연구와 실천을 도모한다. 두 분야는 이야

기가 갖는 구술성과 서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동일하다.10) 뿐만 

아니라 두 분야는 이야기 행위가 갖는 주관성 및 상호주관성을 수용한다는 점

에서도 유사하다. 이야기를 통해 진술되는 과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과 인식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구술 자료나 환자, 의료인의 진술 모두 특정

한 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개인의 진술은 과거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

려는 역사나 인간 종 전체에 공통적인 질병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의학의 시선

10)  이야기에는 화자의 언어 행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방식과 태도를 

통해 언어 행위가 수행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진

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고 재구성하는 기능도 있다. 이야기에는 개인의 삶

에 대한 경험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오롯하게 담겨져 있다. 과거를 진술할 때 

우리는 나름의 플롯을 사용하여 삶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황임경·김호연 :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제22권 제2호(통권 제44호) 357-388, 2013년 8월 │373

에서 보자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시선에서 드

러나지 않는 개별자들의 사적 경험들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런 개

인적인 경험은 오로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야기 행위는 대부분 듣는 이를 필요로 한다. 

이야기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결

말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처해있

는 인적^물적 환경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관성을 넘어서는 상호

주관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야기가 특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현실에서 특정한 힘을 발휘하는 수행성

(peformativity)에 대해서도 두 분야는 모두 수용한다.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추구해온 주류 역사학에서는 이야기의 내용에 주목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야

기의 맥락이나 이야기와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흐름도 포

착되고 있다. 서사의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치유효과, 

즉 이야기의 수행적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환자들의 질병체험서사를 일

종의 질병에 대한 증언(testimony)이라 한다면, 증언을 듣는 동료 환자나 의

료인은 증언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타자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결국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내적 변화를 느

끼게 해준다(DasGupta, 2008). 구술사나 서사의학 모두 대화라는 화자와 청

자의 협동 작업에 의해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즉 대화를 

통해 구술자와 연구자 또는 환자와 의사라는 서로 다른 생활 세계에 위치하

는 두 주체는 상대방의 고유한 지평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

는 상대방의 의도, 생각, 해석 등에 영향을 받아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협동 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과물에서 둘 사이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11) 

11)  이 밖에도 두 연구 모두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도 두 분야

의 상호 융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구술사의 경우 초기부터 아카이브즈(archives)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구술 자료를 보존하여 역사적 기억을 보존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구술 자료를 동시대나 후대의 역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자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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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구술사나 서사의학은 유사한 학문적 방법론과 실천적 토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분야의 융합을 꾀한다면, 차이점은 극복하고, 공통점은 극대

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두 분

야는 ‘치유’와 ‘집단 또는 사회’라는 키워드로 공통된 목표와 방법론을 공유할 

수 있다.12) 서사의학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육체적 치

유와 그것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내적인 치유이다. 이야기를 하고, 듣고, 쓰

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증상의 

감소 효과도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구술사 또한 이야기 행위를 바탕으로 한

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치유 효과와 무관할 수 없다. 

최근에 구술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듯이, 개인이나 집단적인 차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진술하는 것은 소외된 개인의 목소리를 통

해 역사를 복원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진술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기억

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발휘하도록 도움

을 주기도 한다(김호연, 2012: 35-7). 다시 말해 구술사에서 이루어지는 인터

뷰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

각해 볼 기회를 줌으로써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억압되고, 고통스러워서 침묵

하고 있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일종

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출발점을 얻게 되기

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힙입어 각종 디지털 아카이브즈가 구축되고 있다. 서

사의학 또한 DIPEx와 같이 질병체험서사를 디지털 아카이브즈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각종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

인상에 공개함으로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관련 의료인들이 교육과 연구 자료로 쉽게 

활용하고자 함이다.

12)  이런 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비디오 증언(video testimony)과 구술사, 서사의학의 

협동 작업에 대한 클락(Mary M. Clark)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클락에 의하면 서사

의학은 몸에 대한 관심과 임상적 회복에 대한 추구를 바탕으로 체화(embodiment)된 기억

으로서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구술사는 이야기의 역사적 맥락을 회복함으로써 

몸과 주체를 개인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트라우

마에 대한 비디오 증언은 상처에 대해 말하고 듣는 행위가 침묵에 대한 강요와 타자의 고통

에 대한 무관심을 깨고 진정한 공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일깨

워준다(Clark, 2005: 2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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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데, 이는 구술사 인터뷰가 과거의 폭력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술자

들에게 그 경험과 함께 억눌렸던 잠재된 감정까지 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즉 침묵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

유하는 도전의 몸짓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다(윤택림, 2011: 383-5). 이와 같은 구술사 인터뷰가 갖는 치

유적 효과에 주목한다면, 기억과 이야기의 역사화에 집중했던 구술사 연구의 

기존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서사의학이 갖는 치유적 함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반면 서사의학은 구술사가 가지는 집단 기억, 즉 사회적 차원의 기억 문

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의학의 목표가 단순히 개인

적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넓은 맥락에서 사회적 건강을 도

모한다는 확장된 의미부여와 관련이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안녕 상태”13)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기의 신체와 정신은 물론이고 자기를 둘

러싼 다양한 환경들, 이를 테면 사회나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건강을 

찾고, 이를 통해 편안함, 즉 행복을 추구해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

일 것이다. 더불어 이는 의학의 역할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측면

에서도 중요할 수 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

실 과거에 대한 개인의 기억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기억에 의해 끊임없

이 영향을 받는다. 구술사에서는 이런 집합적인 기억, 대중기억에 대해 주목

해 왔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영향의 정

치성에 대해 탐구해 왔다.14) 서사의학은 개인의 경험이 진술되는 과정에 영향

13)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 infirmity”(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6).

14)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Pierre Nora(1984-1992), 국내의 논의로는 전진성(2002), 안병직

(2007), 이용재(2003), 최호근(2005)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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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는 질병의 

치유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

은 언제나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질병에 대한 환자나 의료인

의 이야기는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시선을 담지하고 있고, 때로는 현대의학의 권위적 힘과 신화를 폭로하는 장

이 되기도 한다. 서사의학은 이런 이야기의 정치성을 더 적극적으로 탐구해

야 한다. 이는 구술사에서 이루어놓은 사회적 기억과 이야기에 대한 연구 방

법과 성과들을 참조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5. 『김형률』이라는 텍스트

구술사나 서사의학에서 화자는 상흔을 간직하고 있고, 이는 기억으로 존

재하며, 그 기억은 복구나 치유의 대상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분야가 만

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융합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강

점, 즉 구술사의 사회적·정치적 함의와 서사의학의 치유적 역할이 상호보완

적으로 결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융합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

통을 간직한 화자의 몸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의 온전함(integrity)과 자

기 완결성을 돕는 자기 서사(self narrative)이자, 동시에 개인적 고통과 사회

적 고통의 매개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타자들

의 공감적 연대를 실현하는 치유의 과정으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15) 사실 

15)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모든 개인의 기억은 집단의 기억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다. “알박스는 자신의 스승인 베르그송이 표방했던 순수기억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기억

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보기에 개인적 기억 역시 오직 사회적으로 

매개됨으로써만 형성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스승인 뒤

르켐의 집단의식의 사회학을 수용하여 집단기억이론을 제시했다. 알박스는 특정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cadre sociaux)로 자

리매김했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란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구성틀을 통해서만 매개되며 오

직 그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집단기억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

들을 여타의 집단과 구별지우는 특수한 정체성을 제공한다. 집단기억은 집단 외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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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버그(Peter Loewenberg)의 주장처럼 누군가가 느끼는 공포는 개인적 차

원의 정신적 공황상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무력감이나 기존질서의 해체에 직면해서 대중이 보편적으로 반응하

는 일종의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카테고리이기도 하다(육영수, 2001: 153-4). 

즉 개인의 공포는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그러한 집단기억이 

야기하는 사회적 상흔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라카프라(Dominik 

LaCapra) 역시 개인의 기억은 상흔을 간직한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상흔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며, 성

찰적 극복하기라는 방식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16) 따라

서 구술사나 서사의학이 구술자 또는 환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상흔 치유를 

도모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 치유를 넘어, 집단이나 사회의 

상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김형률’이라는 원폭 피해 2세 환우의 생애 이야기는 구술사와 

의학이 만나서 도달할 수 있는 있는 한 지점을 표상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김형률은 한국인 원폭 2세 환우임을 최초로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원폭 피해

의 문제를 환기시킨 활동가이다. ‘면역글로불린 M의 증가가 동반된 면역글

로블린 결핍증(Immunoglobulin Deficiency with Increased IgM)’이라는 희

귀면역질환으로 고통 받던 김형률은 서른넷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고 수시로 감기에 고생하던 김형률은 늘 병약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아왔다. 질병에 의해 학교나 직장 같은 

사회적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제한된 몸 경험은 

인간 김형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는 배타적인 반면, 집단 내부에서는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의 의식을 낳는다. 그것은 집

단 내의 모든 차이를 평준화하고 변화를 은폐하는 전통으로 기능한다. 집단기억이 전통으

로 자리 잡음으로써 개개 구성원들의 기억은 그 틀 안으로 통합된다.” 다음에서 재인용(전

진성, 2005: 48-9).

16)  개인과 집단 모두의 치유를 위한 역사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라카프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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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씨는 몸이 아플 때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원폭 2세 환우라는 그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

니라 피에서 나왔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멈

출 수 없이 토해내는 뜨거운 피가 바로 그의 정체성을 분출시키는 

유황천(硫黃泉)이었다. […] 그에게 타인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한 것

은 의지 이전에 선천적으로 그를 잠식하고 있던 지병이었다. 늘 기

침을 달고 사는, 키 163cm, 몸무게 37kg의 참으로 왜소한 청년. 선

천적 지병은 그를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구별 지어주었다.17)    

반복적인 폐렴으로 입원하게 된 김형률의 면역질환을 밝혀내고 과거력과 

가족력을 통해 그가 원폭 2세 환우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의학이었다. 그 

결과는 공식적인 의학 잡지에 증례보고(case report)라는 일종의 의학적 서

사 형식을 통해 발표되었다(이지현ㆍ황순철ㆍ류수현ㆍ류인열ㆍ유대성ㆍ임

종섭ㆍ윤성준ㆍ신원혁, 1997: 126-30). 하지만 증례보고에는 김형률과 원폭 

피해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폭 피해의 유전 가

능성이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이다.18) 증례 보고라

는 형식의 의학적 서사물은 의학지식이 논의되고 전파되는 공식적 창구역할

을 한다. 따라서 증례보고는 주관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구성되었고, 

이로써 객관성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한 셈이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김형률이 자신의 몸 경험을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역

사적·사회적 사건 속에 위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형률은 병원에 입원했

을 당시, 수년전에 발표된 자신에 대한 증례보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유전적 

가능성이 있는 희귀면역질환을 갖고 있는 한국인 원폭 2세 환우라는 정체성

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희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7)  김형률의 이야기는 그와 그의 부모님이 남긴 구술 자료와 각종 활동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

리된 평전(『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과 한국원폭2세환우회 홈페이지에 그가 남겨놓은 글을 

참조했다. 위 인용문은 다음을 참조하라(전진성, 2008: 50-1).

18)  흥미로운 점은 평전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형률 씨는 아픈 몸을 잊고 논문에 달려들었

다.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환자의 희귀

병이 방사능 때문에 유전적으로 면역 체계가 교란된 결과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전

진성, 2008: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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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정체성과 그가 처해있던 역사적·사회적 상황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

망을 인지하게 된다. 이후 그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

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으로 이어진다. 

김형률의 싸움이 진행될수록 몸과 질병이라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가 역사

적·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선 그

것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합천에 왜 그토록 많은 원폭 피

해 1세들이 모여 있는지, 원폭 피해 1, 2세들은 왜 그들의 고통에 대해 그토

록 침묵해왔는지, 그리고 왜 일부 원폭 피해 1, 2세들은 김형률의 커밍아웃을 

불편해하고 갈등을 일으켰는지 등 은폐된 진실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국의 히로시마』를 읽고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심정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저의 존재에 대

한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고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입장에서 ‘한국의 히로시마(합천)’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전진성, 2008: 158).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경남 합천은 앞으로 다시 쓰여지

고 다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3대 삼보사찰이 있는 해인사가 

있는 곳보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태어난 곳보다는 일제 36년의 

기나긴 식민지수탈정책으로 생존의 몸부림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

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처참하게 원자폭탄에 피폭당하여 평

생을 ‘원폭후유증’이라는 미증유의 병마 속에 빈곤과 사회적인 소

외의 악순환을 겪으며 지난 58년 동안 일본정부,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인 보호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인권이 유린된 

역사로서 재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병마의 고통 속

에서 사회적인 냉대와 편견을 받고 있는 전국의 2,300여 명의 한국

원폭(原爆) 2세 환우(患友)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제국주

의의 식민지 만행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필연(必然)

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면 보다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

해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원폭(原爆)2세환우(患

友)들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 속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한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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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김형률, 2004). 

김형률이 한국 원폭 2세 환우와 ‘한국의 히로시마’를 같은 지평에서 바라보

기 시작하면서 김형률의 몸은 사회적 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식민지 경

험에 대한 기억, 억압, 망각, 소외 그리고 증언과 같은 ‘기억의 정치학’ 문제로 

확장된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뒤 자리 잡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배 질서 

그리고 그 내부의 한미일 동맹은 원폭에 대한 침묵과 피해자들에 대한 무관

심을 줄기차게 강요했고, 민족적 동질성에서 배제된 타자 아닌 타자로서 인

식되어 왔던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들의 소외를 야기한 두 뿌리였다. 이

런 처절한 환경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그

들에게 가해진 배제의 시선과 투쟁을 전개해왔다(정근식, 2005: 15-21). 물론 

원폭 피해자 내부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지만, 김형률은 한국인 원폭 2세 환우

가 처할 수밖에 없는 중층적인 개인적·사회적·역사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

고 정면에서 맞서 싸우게 된다.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2세 환

우들에 대한 인간된 권리와 존엄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

러 환우회는 원폭 2세 환우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사회

적 필연관계와 모든 사회 상황을 자각하면서 환우 모두가 서로 생

명의 버팀목이 되어 원폭 2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생명권까지 위

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간성과 정체성

을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진성, 2008:194).

 

저는 그동안 아프면 아프다고 호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피해자로 인정하고 의료원호와 생활

원호를 해줄 것을 한.일정부와 한.일사회에 호소했을 뿐이었습니

다. 그러나 같은 원폭피해자인 한.일원폭2세회에서 저와 한국원폭

(原爆)2세환우회(患友會)의 활동으로 전체 원폭2세들이 오해와 차

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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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인권(人權)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노

력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

會) 활동으로 건강한 원폭2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며 아프면 

아프다고 호소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인권(天賦

人權)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형률, 2005).

 

김형률은 사회적·정치적 담론에 천착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

하여 원폭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에

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천착했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결국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김형률은 피해자 보상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

시에 원폭 피해 문제를 인권,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지평으로 끌

어올려, 궁극적으로 세계와 타자를 향한 윤리적 차원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에 대

한 ‘원폭에 의한 유전’문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인권(人權)

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9년 동안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원폭에 의한 유전’문제를 왜곡하거나 은

폐하여 왔습니다. ‘원폭에 의한 유전’문제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의

도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문제를 한 개인이 증명하라고 요

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를 넘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이라는 원폭후유증으로 인해 

20여 차례의 폐렴재발로 이미 폐기능이 70% 이상 상실되어 있고 

30%만 가지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원폭과 유전’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

한 것이며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쟁

점이 되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에 대한 ‘원폭에 의한 유

전’문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며,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인권(人權)의 문제로 인식하

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형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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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이라는 텍스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는 그가 앓고 있던 희

귀면역질환이 단순히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한국의 히로시마’로 표상되는 역

사적 사건의 결과물로서 침묵과 망각이 강요되었던 공간이었으며, 인권, 생

명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인류의 윤리적 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개인의 질병-역사적 공간-망각과 기억-윤리성의 문제가 착종된 제2의 김형률

과 ‘한국의 히로시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야할 연구의 출발점이자 치유

의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과욕일까.

요컨대 피해자의 기억은 기억만으로 또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은 그것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달되며 연대 가능한 기억을 만들어 내

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공유지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야기를 통해 구술

자 연구자나 의사에게 발화되는 개인의 기억은 집단이나 사회의 기억으로 전

이되며, 이로써 개인의 트라우마는 집단의 트라우마와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다. 바로 이것이 구술사와 서사의학이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이나 사회의 치

유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6. 결론

지금까지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만남은 언제나 

두 주체간의 새로운 지평융합을 요구한다. 구술사의 지평에는 역사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 소외된 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역사 쓰기, 기

억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역사적 자아 찾기 등이 놓여있다. 서사의학의 지

평에는 몸과 질병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관계망 속

에 담겨 있는 질병, 치유를 위한 노력 등이 놓여 있다. 이처럼 두 분야는 독립

적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술사와 서사의학이 갖는 인식론적 

간극이나 차이점에 주목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두 분야가 그간 이루어온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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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모두의 ‘안녕(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는 것이 더 긍정적

인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은 어떤 

지평융합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 만남이 갖게 될 함의는 무엇일까? 이제 손

을 잡고 해답을 찾아 떠나 볼 시점이 되었다. “산자는 죽은 자에게 의무를 지

고 있기(Mortui viventes obligant)” 때문이다.

색인어:  구술사, 서사의학, 이야기, 서사, 몸, 질병, 기억, 치유, 사회, 원폭

피해 2세 환우, 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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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counter between Oral History and 
Narrative Medicine: A Preliminary Study 

 HWANG Imkyung*·KIM Hoyeon**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Center of Integrated General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counters 

between oral history and narrative medicine in view of storytelling. Man 

is a storytelling animal. Our experience is understood, reconstructed and 

transmitted as a story and we can fi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a story. 

Oral history is a specific practice and method of research. It refers to the 

process of  recording interviews with people who have something to say, 

transcribing the record and interpretating the written text to conduct the 

study of the past. Therefore story is a basic tool of oral history. There has 

been also growing interest regarding the narrative features of medicine. 

Especially the illness narrativ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in this 

context. An illness narrative is a patient’s story about his illness, including 

the meaning of the illness in his life. Illness as a specific event of life can 

only be understood through a story of patient. 

How can we combine oral history and narrative medicine altogeth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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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two subjects, one is ‘healing’ and the other is ‘the social’. The goal 

of medicine is healing of suffered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storytelling 

has a healing effect. Conducting oral history is not only ‘recovery history’ 

but also is helping people to have a well organized memory and integrate 

that into his whole life story. The use of oral history as a means of 

empowerment should be extended referring the healing effect of medicine.

On the other hand, modern medicine has a tendency to reduce the 

problem of health and illness as an individual one. However story of illness 

can reveal the dominance of modern biomedicine in the contemporary 

and have political implications. Oral history deals with memory. Personal 

memory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Collective memory is necessary in building community 

history. Medicine should learn from oral history’s social dimensions.

In this context, life of KIM Hyeongyul who was activist for second 

generati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will be a good example of 

encounters between oral history and narrative medicine.

Keywords:  oral history, narrative medicine, story, narrative, body, illness, memory, 

healing, society, Second Generati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Kim Hyeongy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