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권 제2호(통권 제44호) 449-482, 2013년 8월 │449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의 적용: 
의학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김옥주**

1. 머리말: 현대의학사에서 구술사의 활용

2.  의학사 연구에서 의학자 구술의 실제: 『심보성』 연구를 중심으로  

3. 의학자 구술의 구체적 사례: 고압산소치료와 박항배  

4. 맺음말: 의학자 구술 자료의 문제점과 전망

1. 머리말: 현대의학사에서 구술사의 활용 

20세기 후반 의사학1)의 학문적인 흐름(historiography)은 구술사의 활용

을 예고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주류였던 의학계의 엘리트에 대한 의학사

에 맞서 20세기 후반의 의사학자들은 민중의 의료생활사, 질병의 사회사, 산

파 등의 중간층 의료인, 비정통파 의료인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들의 

역사는 구술사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역사이다. 예를 들면 18세기 중

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여성의 출산 문화의 변화를 그린 Br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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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0-371-E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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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에서는 의학 뿐 아니라 질병, 의사, 환자, 진료, 보건, 건강 등 포괄적 의미의 의(醫, 

medicine)를 다루는 역사를 총칭할 때에는 “의사학(醫史學, history of medicine)”이라는 용

어를, 학문으로서 의학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의학사(醫學史, history of medical science)”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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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Leavitt, 1986)는 18세기에는 산모의 여성 친구나 여성 친지, 여성 산파 

등 친근한 여성들의 일이었던 출산이 20세기에는 남성들이 있는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된 과정을 추적한다. 이 책에서는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역

이 아니라 환자나 산모, 산파 등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

해서 역사가는 여성들의 일기나 편지들을 발굴하여 인용한다. 18세기말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산파였던 마사 발라드의 일기를 토대로 18세기

말 19세기초 미국의 미시사를 그려낸 로렐 대처 울리히의 『산파일기』(2008)

도 1785년부터 1812까지 27년간 816번의 아이를 받은 산파의 개인 일기에 바

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의사학자들이 환자의 시각, 여성의 목소리, 산파의 목

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일기, 편지 등의 개인 기록은 구

술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기술이며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이들이 갖는 주관

성, 특수성, 감성, 일상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료의 특성을 이룬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의사학, 환자 중심의 의사학, 여성사로서의 의사학은 구술사와 

만나서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역사 서술의 지향점이 같으며 사료를 다루는 

방법론에서도 문제를 공유한다. 구술 사료와 개인의 문서 사료 모두 주관성

의 문제가 제기되며, 해석에서의 주의와 분석이 요구되는 것도 유사하다.2) 글

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길 수 있었던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의 목소리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Leavitt, 1986)는 글을 모르는 기층 여성의 목소리

를 담아 낼 수 있는 구술사에서는 극복 가능하다.3) 

의사학은 그 내용과 접근법이 다양한 만큼 구술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

성도 풍부하다. 구술사는 질병사나 의료문화사뿐 아니라 현대 의학과 의학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성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학 지식

2)  톰슨과 반시나는 문헌자료가 구술 자료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구

술 자료가 문헌자료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톰슨(2010), 반시나(2010)를 참고할 것.

3)  이재경 등에 의하면,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의 만남은 페미니스트 구술사를 가능하게 하

지만, 단지 여성의 구술을 채록하는 것과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연구자 자신의 위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되는 작업이다(이재경, 윤택림, 이나영, 20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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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의 변화에는 지식의 내적 논리 뿐 아니라 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의학자를 둘러싼 환경,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와 역학관계, 사회 

문화적 배경, 정치경제적 요인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필자의 주된 관심

사인 현대 의학사를 문헌 중심으로 연구하다보면, 기록의 불완전함과 분절성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문헌조차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구심

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귀옥이 지적한 “문헌기록 중심의 역사가 근본

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기록과 사실의 거리라는 문제”(김귀옥, 2008: 23)가 

한국 의학사를 연구할 때에도 드러나며, 이를 보충하고 메워나가는 데에 구

술사가 도움을 준다.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외적 요소의 영향을 본다면 

구술사는 ‘부족한 사료의 보충’을 넘어 사료 해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다. 문헌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요인들이 종종 구술을 통해 드러난

다. 의학자들의 내적 동기, 외부의 저해 요인과 난관, 학자와 학파들 사이의 

경쟁, 권력의 개입과 정치적인 영향,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일들의 

영향이 구술로 드러나, 버젓이 있는 문헌기록 상의 사실(史實)들을 일거에 비

웃듯이 뒤집어 놓기도 한다. 따라서 구술사는 현대 의학사 연구의 주요 방법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구술사들과 비교할 때(김귀옥, 2008), 한

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의학자들의 구술사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의학

자들은 정치사의 주역들처럼 역사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기층 

민중들처럼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은 아니다. 특히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이 되는 학자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화된 문자 지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김귀옥, 2008: 54)”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이미 다수의 논문을 출

간하고 여러 학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의학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생산해 낸 문자화된 지식은 실제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제한적이므

로, 구술사의 방법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자들의 구술사는 

한국 구술사의 전통에서는 변칙이나 이례로 보일 수도 있으나, 최근 들어 다

양한 분야에 구술사의 방법론이 적용되는 예로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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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술사를 한국 현대 의학사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것인가? 필자는 

구술사 연구가 전공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의학사연구에 의

학자들의 구술사를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론적인 탐색을 하고자 한다. 현

실은 한국 현대 의학사에서 두드러진 의학자들의 구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므로 구술사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기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함

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해방 후 한국의학계의 인물 또는 의학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며 의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구술사를 주요 방법으

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신경외과학의 선구자, 심보성』(김옥주, 

박지영, 2011, 이하 『심보성』으로 표기)4)과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연구 경험5)

을 바탕으로 의학사에서 구술사의 활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심보

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에서 사료의 사용과 구술의 역할을 고찰함

으로써 의학사에 구술사를 적용하는 방법론을 살펴본다. 3장은 이러한 방법

론을 실제 적용한 구술사의 활용 사례로서 박항배의 구술을 소개하여, 사실 

(史實)의 확보와 문헌자료의 해석에 통찰을 주는 의학자 구술의 사례로서 제

시할 것이다.  

2. 의학자 구술사 방법론: 『심보성』 연구를 중심으로  

의학에 기여한 의학자들의 인물사를 지성사의 접근법을 통해 연구할 때, 대

상 인물이 살아 있으면 직접 인터뷰하면 되지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변 인

물을 인터뷰하게 된다. 연구 대상이 사망한 경우, 구술자들이 대상 인물이 생

존했을 때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증언을 하게 된다. 의학자들의 구술을 통

해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의학의 지식이나 의학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연구할 

때 문헌을 보아서는 파악이 어려운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많은 통찰과 정보

4)  박지영 등과 함께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문헌고찰과 구술을 통해 연구하였다.

5)  2012년부터 박세홍과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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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이미 문헌 고찰을 통해 상당히 연구를 진

행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풀리지 않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면 평생

을 그 분야에서 일한 의학자들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곤 한다. 신경외과학 역사를 예로 들면, 한국 전쟁 직후에는 뇌종양 등 

뇌 질환에 대한 인식도, 진단도 잘 안되었을 뿐 아니라 뇌수술 후 예후도 매

우 좋지 않았다. “뇌수술 했다하면 죽었다”는 자조적인 한탄처럼 신경외과의

사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음울한 전망이 강했던 1960년대를 지나서 21세기

에는 감마나이프로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수술하는 최첨단의학이 될 때까지 

신경외과는 반세기동안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어떠한 의학 내적·외적인 변

화가 의학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추동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

련 문헌에 대한 섭렵이 중요하지만, 개별 논문에는 나오지 않는 주제들 - 예를 

들어 각 시기에 신경외과의사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들 - 에 대한 인터뷰는 거시적인 흐름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윤택림·함한희, 2006)에서 제시한 방법

론에 비추어 볼 때, 의학자 구술에서 특이한 내용을 『심보성』 연구를 중심으

로 다루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설정과 구술사의 방향

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는가? 연

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구술사 연구의 방향이 잡힌다. 『심보성』 연구의 경

우, 연구자들은 심보성 전기연구를 통해 심보성의 생애사를 시대 상황의 맥락

에서 해석하고, 심보성 학파를 중심으로 지성사의 접근법을 통해 한국 신경외

과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방 후 한국 의학의 전문화·세분화 과정

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구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문헌자료로는 가장 중요한 일차 사료인 심보성 자신이 출간한 글들과 200여

편이 넘는 그의 논문들을 수집하고, 신경외과학 교실사와 학회사, 그의 생애

사에서 중요했던 시대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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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이 심보성의 생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의대 신경

외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심보성의 위치를 조망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이 연구는 서울의대 신경외과의 설립·발전 과정에 관여한 여러 의학자들의 

구술사가 되도록 기획하였다(박지영, 제1차 연구노트 2010.6.15). 이에 따라 

연구목적에 맞는 구술자를 선정하고 그들로부터 심보성에 관한 내용과 당시 

신경외과의 정황에서 각 구술자의 생애와 활동, 두 가지 자료를 모으기로 하

였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연구목적이 구술사 연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2) 의사 구술의 실제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2013년 2월 2일 시행된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

명윤리법‘으로 약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면 기관생명윤리위원

그림 1. 심보성의 신경외과학 논문과 의학자들의 증언 기간

Figure 1. The number of Dr. Sim Bo Sung's publications on neurosurgery and the 

period of the narratives by the medical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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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술사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일종이므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명

윤리법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구술사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주, 즉 “연

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처럼 의

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연구대상

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되므로 

만일 연구자가 구술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하거나 수집하게 된다면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제처, 2013). 『심보성』 연구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

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구술 인터뷰를 통한 연구로 심의 신청을 하여 승인

을 얻었다(IRB 번호: C-1007-035-322). IRB 따라 문서화된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나, 서울의대 IRB의 경우 구술자들은 동의를 해야 구술을 하

며 구술하는 것 자체가 연구에 동의를 의미하므로 『심보성』 연구는 서면동의 

대신 구두동의를 얻도록 승인하였다.    

(2) 구술자의 선정 

이름 없는 다수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이 중요

할 수 있으나, 의학자 구술에서는 통상적으로 문헌자료조사 또는 소개를 통

해서 구술자를 선정한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구술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검

토해서 타당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술자를 선정한다(윤택림·함한

희, 2006: 79). 『심보성』의 경우, 연구 초기에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일대기 연

표를 작성하면서 구술자 명단을 뽑아서 구술 면접을 시작했다. 구술자들과의 

면접이 진행되면서 구술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소개받을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일 년에 걸쳐 의학교육과 의학사의 배경과 관련된 구술자 3

명, 심보성의 제자 7명 등 10명의 의사 의학자, 심보성의 가족 2인과 비서 1인 

등 총 13명에 대해, 적게는 한 시간에서 길게는 세 시간 가량(평균 2시간) 총 

17회 면접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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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술자와의 신뢰 형성과 사전 준비 

의학자 구술에서 신뢰 형성과 협조는 기층 민중의 경우보다는 훨씬 수월

하다. 더 중요한 점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성에 관한 성찰이다. 지식과 문

화에서 연구자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기층 민중의 구술사에서도 구술자의 연

구자에 대한 인식, 구술자의 협조 이유 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윤택

림·함한희, 2006: 82), 의학자 구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술자의 협조

이유나 구술자로서의 자의식을 살펴보는 일은 구술 자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 『심보성』 경우는 구술자들이 심보성의 선배, 동료, 제자, 가족들이

었으므로 심보성 전기 연구를 위한 면담에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고령의 나

이에 불편한 몸으로 이동을 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면접에 응하는 것

이 수월한 일은 아닌 경우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구

술자의 지인을 통해서 구술자에게 부탁을 먼저 하고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에 연구자가 직접 연락해서 두주에서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 일

정을 잡은 다음, 일주일 전에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미리 보내

어 협조를 구하였다. 

(4) 면담 전 준비 사항   

의학자들의 구술에서는 면담 전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는가가 면담의 성패

를 좌우한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연구한 의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경험과 지

식에서 의사학연구자를 앞서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면담 주제나 관련 내용

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인상을 주면 구술자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좋은 인터뷰

를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 『심보성』 연구처럼 지성사의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해당 의학자의 삶과 업적, 전문분야들을 가능하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문헌고찰과 사전에 이루어진 다른 구술자의 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구술

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한다. 구술자의 연대기를 표로 만들고 연구 주제와 관

련한 구술자의 저작이나 활동을 별도로 정리해 둔다. 구술자가 연구주제와 관

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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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구술자의 저작이나 논문 등 자료를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여 문헌자

료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 구술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내용 등을 내용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지를 

뽑아내 질문지의 형식으로 준비한다. 질문지 자체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

루어 하나의 연결되는 스토리가 되도록 구성하면 좋다. 도입부에서는 구술자 

개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바로 핵심 주제에 도달하는 질문들을 배치하

고 해석과 총평 등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뒤로 배치한다. 

『심보성』 연구의 경우, 가족과의 면담을 할 경우는 사전 준비가 특별히 많

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평생 전문분야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쌓아온 의학자들

을 구술자로 면담하는 경우에는 구술자들의 논문 검토와 관련 의학 내용에 대

한 숙지를 포함해서 질문지 작성에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 의학자들은 구술 

도중에도 조직화되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고, 학

자가 아닌 구술자들은 그러한 경향이 적었다. 면담에 임한 대부분의 의학자

들은 본인들보다 나이가 한참 적은 면담자들을 의사학 전공자로서 존중했으

며, 사전에 전달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한 상태로 면접에 임하여 바

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에 응하였다. 

특히 구술자가 고령이고 쇠약한 경우에는 면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

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보성의 경성대학시절의 

활동부터 미네소타유학 이후의 활동을 증언할 92세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근원을 2010년 면담할 때에는 『함춘원의 회상』(1983), 『70년 세월』(1988),  

『함춘원 65년 세월』(2005) 등 그의 회고록을 검토한 후에 회고록에 없는 내용

이나 불분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

로 면담에 임하였으나 한 시간 후 많이 피곤해져서 면담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박지영, 제5차 연구노트 2010.6.30). 주근원에게는 (1) 관심 시기의 

의학사의 주요 사건 (2) 심보성 관련 주제 -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 (3) 심보성

과의 관계 (4) 심보성에 대한 평가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가 상세하게 기록한 다수의 회고록에는 없는 주제를 주로 질문했기 때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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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도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대 한국의학사를 위해 증언하는 의사 구술자들은 연로한 은퇴 교수

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

한 질문을 먼저 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의학자들을 대

상으로 구술 연구를 수년째 하는 동안 다음번에 추가로 구술하기로 하고 미룬 

인터뷰를 영영 못하여 안타까웠던 경험을 더러 하였다. 면담 후 몇 달 있다가 

중풍으로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구술자도 있었고, 주근원도 면담 이후

에 쇠약해져서 2012년 94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5) 면담  

면담을 시작하기 전 구술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디오 촬영과 보관, 녹취

록의 작성과 역사 기술에의 사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심

보성』 연구의 경우, 가족 증에서는 녹음을 극구 사양한 경우가 있었으나 의학

자들은 모두 비디오 촬영에 흔쾌히 협조하였다. 구술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

로 시작을 하여 중심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아가며, 개방형 질문에 대해 구술

자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고 

구술자 스스로 자료조사와 내용 정리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만나지만, 실

제 면담에서는 질문지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구술이 자연스럽게 흐

르다보면 질문지에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

게 된다.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중간 중간에 구술자의 내용에 화답하거나 추

임새를 넣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만일 어떠한 질문에 오래 침묵을 한다

든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머뭇거린다면, 그 또한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술자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할 때까지 면담자가 섣

부르게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녹화를 하는 동시에 동행한 연구원은 노트에 중간 

중간 기록을 한다. 면담 종결 전에 질문지를 체크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

분히 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담을 마치기 전 구술자에게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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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면담을 마친다. 

3) 구술 자료의 녹취와 해석 

면접 후 녹음된 내용을 가능하면 그대로 녹취를 한다. 소리로 된 구술을 문

자로 만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술을 그대로 문자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당시의 분위기를 최대로 살려서 녹취한다. 녹취 

후 내용의 범주에 따라 키워드 등을 설정하고 인덱스를 만들어 두면 유용하

다. 연구자가 면담에서 받은 인상이나 발견된 사항, 면담 중 특이사항이 있으

면 함께 기록해 둔다. 

구술 자료를 해석하는 일은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과제이다. 녹취록

이 완성되면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술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무엇

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구술이 내적으로 일

관성이 있는지 신뢰도를 평가하고, 구술의 증거들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문헌자료 및 다른 면담 자료들과 비교 분석해서 구술 자료에서 객관적인 부

분과 주관적인 부분을 구별해낸다. 특히 개인의 성향이나 바람에 따른 주관

적인 부분을 구분해낸다. 이를 위해서는 구술자의 문화적, 지적, 사회적, 개인

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구술 자료를 재구성하여 교차분석을 통

해 맥락 중심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윤택림·함한희, 2006: 117-21). 『심보

성』 연구에서는 구술자의 삶의 맥락에서 연구주제인 심보성과의 상호 관계, 

또한 신경외과라는 학문과 구술자와의 관계, 또한 면담자와의 상호관계 등이 

구술 자료 해석을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면담 전 구술자의 삶

을 조사· 분석하고, 특히 심보성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연구하여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였다. 

구술 자료는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며, 개인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며 주관

성이 강하다. 기억의 주관성, 정확성의 문제, 선택적 기억의 문제, 감정개입

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억압기제와 망각이 모두 문제가 된다. 물론 구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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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그대로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이 아니라 “구술자가 사실이라고 믿

고 있다는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이 되며, 그 서사적 진실 자체로도 가

치가 있다. 특히 피억압자나 민중들의 역사적 경험과 목소리를 살려내는 작

업에서는 주관성과 서사적 진실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의학사의 궤

적을 연구할 때에는 서사적 진실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사실적 진실에 중점

을 두게 된다. 구술자의 이야기를 사실 규명에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

에 사실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 자료

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료 비판의 시각에서 분석해야 한다. 구술 자료는 지식

이 상황에서 생산되며(situated) 부분적이므로, 문헌자료와의 대조 비교 검토

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보성』 집필을 위한 필자의 구술 연구 경험에 비추어보면, 구술 자료는 과

거 사실을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구술자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낸다. 같은 과

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구술자마다 느끼는 점과 평가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

에, 자료가 쌓이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구술 자료의 해석과 재해석을 위한 

반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구술자들의 면접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한 증거들을 부분적으로 끌어내서 종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술자

들 사이의 증언의 불일치, 또는 문헌자료와 구술 자료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자를 다시 만나서 심층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의학사 서술에 구술 자료의 활용 

구술 자료를 실제로 역사 서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연

구목적과 연구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구술 자료를 역사의 경험적 사료로 사용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

다. 구술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므로 경험한 시기와 시간적 차이에서 

오는 망각과 기억의 구조화 또는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6) 필자의 

6)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도전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김귀옥(2008)과 윤택림(2010)을 참조

할 것. 특히 기억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바슈텔(2010), 노라(2010), 대중기억연구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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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구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경험적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인다

면 구술 자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7) 윤택림 등

은 구술 자료와 기록 자료의 신뢰성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만(윤택림·

함한희, 2006: 108-9),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당시에 기록된 자료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의 사회적, 의학적, 문화적 배경과 정황을 파악

하기에는 구술 자료가 더 유용할 것이다. 또한 구술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

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에서는 구술 자료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심보성』 연구처럼, 한국 현대 의학사를 지성사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기록 자료에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심보성은 많은 문서자료를 

남겼다. 이러한 문서자료들은 하비 쿠싱(Harvey Cushing, 1869-1939) 아카이

브처럼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일기나 일지, 편지기록이 촘촘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년 단위로는 기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심보성이 매년 

초 신경외과학교실 연보에 쓴 권두사, 1956년부터 은퇴하던 1990년까지 적

게는 매년 1편에서 많게는 연 16편에 이르기 까지 매해 논문을 수편 발표하여 

35년 동안 신경외과에 종사하는 동안 212편이나 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한 심보성의 신문 기고, 신문 인터뷰 뿐 아니라 외국 학자와 교환한 서신, 혼

자 작업한 메모나 노트 등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

실은 연보를 충실하게 기록하였고 수술대장과 의무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어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기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구술 자료

는 당시의 배경과 정황을 파악하여 기록이나 문헌을 해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구술자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에서 이용하였다.  

실제로 『심보성』의 역사 서술을 보면, 심보성이 핵심인물이므로 심보성 자

신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을 다른 어느 구술자들의 목소리보다도 가장 많이 이

용하였다.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심보성』에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818

를 참조할 것.

7)  한국의 구술사 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김귀옥(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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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각주 중에서 심보성이 쓴 글이나 회고, 논문 등 심보성이 저자인 일차 사

료문헌을 인용한 각주가 230개인 반면, 13명으로부터 얻은 구술 자료는 123

개 각주에 출처로 사용되었다. 구술 자료 중 다수는 심보성에 대한 주관적 평

가와 서술이 필요한 챕터에 사용되었다. “16. 인간 심보성”에서 그의 인간성

의 다각적인 면모를 구성하기 위해 구술한 사람 대부분으로부터 심보성에 대

한 주관적인 판단과 인상을 모아서 36개의 각주로 인용했으며, 심보성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낸 동생 심영보 인터뷰를 “1. 어린 시절”에 12회 인용하였다. 

이 책의 핵심 부분인 심보성과 한국 신경외과학의 발전에 관한 부분에서

는 먼저 심보성의 일차사료를 가장 핵심적인 곳에 배치하고, 그와 관련된 구

술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심보성이 50여 편의 논문을 쓰고 평생 

가장 심혈을 기울인 종양신경외과를 기술한 “13장. 종양신경외과”에서는 전

체 80개 각주 가운데 심보성이 기록한 일차사료를 본문에 인용한 각주가 55

개였지만, 구술 자료 인용은 9개의 각주에 지나지 않았다. 구술자가 소아신경

외과, 혈관신경외과, 종양신경외과 등 신경외과의 분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학자들인 경우, 해당 분과를 다루는 장에 그 사람의 구술 자료에서 적절

한 부분을 따서 일차 문헌사료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인용으로 배치하고 필자의 해석을 더했다. 이러한 텍스트 작업을 위해서 문헌

사료와 구술 자료를 수차례 상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헌자료가 많이 쓰인다고 할지라도 『심보성』의 핵심 서술에서 동원된 사

료는 역시 구술 자료였다.8) 예를 들어 당시 여러 신경외과들 간의 관계를 드

러내고 심보성과 그 후학들이 공유한 특징을 밝히는 기본적인 자료로 구술 자

료가 사용되었다. 실제로 구술이 아니면 알아낼 수 없는 사실도 많았다. 심보

성이 이주걸, 문태준, 김정근, 이헌재 등을 비롯한 한국 신경외과 제1세대 중 

한명으로 이들과 협동^경쟁하면서 서울대 신경외과의 발전을 이끌고 그 학풍

을 수립했다는 것이 『심보성』의 핵심 주장인데(김옥주·박지영, 2011: 81-86, 

8)  이하의 논의는 2013년 7월 『심보성』의 공저자 박지영과의 교신에서 논의·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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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39-50, 358-9, 380-1, 401-2, 423-4, 449, 460, 469, 516-8), 의학자 구술

은 공식 학회사나 연보에 표현되지 않은 각 대학 신경외과들 사이의 경쟁심과 

상호견제를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최길수가 가톨릭대 신경외과의 뇌동맥류 

결찰수술에 참관하여 심보성의 노여움을 샀던 이야기는 구술에서 나왔는데, 

이는 각 대학 신경외과들 사이의 긴장과 견제를 잘 보여준다(김옥주·박지

영, 2011: 516-8). 서울의대 신경외과가 분과화를 촉진했던 배경에는 학교간

의 경쟁이 있었다는 점도 구술을 통해 드러났다(김옥주·박지영, 2011: 460). 

『심보성』에서 1980년대 이후 세분화와 분과화는 신경외과 역사의 핵심적

인 변화인데, 구술을 통해 누가 왜 어떻게 각 분과를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밝

혀졌다. 소아신경외과, 혈관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종양신경외과, 정위기

능신경외과로의 분과화는 학문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소, 

우연적 요소, 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구술로

서 드러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소아신경외과의 분과화를 주도했던 조병규

는 원래 기저부 뇌종양을 전공하고 싶었다. 그러나 몇몇 대학들은 소아신경

외과가 분과화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소아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제일 어린 교수로 유일하게 맡을 만한 사람’임

을 자각하고 심보성이 권유를 할 때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다. 척추분야를 전

공한 김현집은 원래 척추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혈관, 소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척추”였고 그가 “가장 어린 스태프였기 때문에 남은 척추를 했다”고 구

술했다. 혈관신경외과를 개척한 한대희는 의사결정이 빠른 자신의 성격 때문

에 심보성이 혈관을 맡겼다고 구술했다. 서울의대 신경외과의 궤적에서 중요

했던 이러한 사실들은 논문이나 문헌자료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구술

을 통해 파악된 사실이었다.

구술사는 무엇보다도 『심보성』의 그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심보성을 일차적으로 접했던 구술자들 모두로부터 그의 사람

됨, 환자와 제자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구술을 받았다. 인간 심보성에 대한 구

술 내용은 친구로부터 동료, 제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었다. 가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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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가장이었지만(김옥주·박지영, 2011: 501-13), 병원에서는 환자들에

게 친절하지 않았고 엄격했으며(김옥주·박지영, 2011: 460), 제자들에게도 

엄격하고 독선적이었다. 제자들이 다른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교실에서 하는 

수술 참관도 허락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 이외에 수술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

다(김옥주·박지영, 2011: 514-8), 구술자들은 심보성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

식하며, 독선적이고 호불호가 강해서 독불장군 같았고 학회에서도 외로웠다

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인간

관계도 가까운 사람들과 좁고 깊은 유대를 지속했으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바

탕으로 보직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김옥주·박지영, 2011: 505-6), 

의학자로서 심보성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지내며 제1세대로서 신경외과

의 초석을 놓았지만, 인간적으로는 비사교적이며 독선적이고 엄격했다는 것

을 여러 사람들의 구술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심보성』 연구의 경험에서 유추해 볼 때,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구술

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에 따라 구술 자료

의 활용이 달라지나, 구술은 종종 문헌 자료를 새롭게 읽어내는 통찰을 제공

한다. 『심보성』 이라는 하나의 책에서도 “인간 심보성”과 같이 주관적인 평가

가 중요한 챕터에는 구술 자료를 풍부하게 이용하고, “심보성과 신경외과학

의 발전사”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과학사적인 서술에서는 문헌자료

에 기반을 두고 서술한 다음,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풍

부하게 해 주도록 구술 자료를 활용한다. 어떠한 구술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

할 것인가는 어떠한 문헌기록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가의 선택과 마찬

가지로 연구자의 판단과 책임과 권한 아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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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자 구술의 구체적 사례: 고압산소치료와 박항배9)

1960년대 연탄가스중독의 사회사(김옥주, 박세홍, 2012)에 이은 연구로 필

자는 1969년 고압산소장치를 개발하여 연탄가스중독 치료에 도입한 윤덕로, 

박항배에 대해 조사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심보성』의 구술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 말에 고압산소치료를 개발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박항배를 인터뷰

했는데, 이를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에서 의학자 구술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

는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10) 고압산소요법의 개발과정은 별도의 논문으

로 작성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박항배의 구술을 통해 드러나는 의학자 구

술의 가능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의학자의 구술

의학자의 구술은 문헌자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종종 드러낸

다. 때로는 문헌자료만을 보았을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실제의 역사적 상황

이었다는 사실을 구술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1) 고압산소장치 개발 과정 

논문과 신문에는 1969년 1월 19일부터 윤덕로와 박항배가 서울의대 부속

병원에서 연탄가스중독 환자에게 고압산소장치를 사용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98%를 살렸다는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 그러나 어떻게 처음 임상용 

9)  3장에서 직접 인용한 박항배의 구술은 모두 박세홍, 김옥주, “박항배 인터뷰” (2012. 10. 10)

에서 발췌한 것이다.

10)  연탄가스중독 연구와 고압산소치료법에 대해 평생을 바친 윤덕로는 2009년 사망했기 때문

에, 고압산소장치 개발의 초기단계에 기여한 박항배를 인터뷰하였다. 박항배는 윤덕로와 

함께 1952년 경기고등학교와 195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인턴을 공군병원에

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료하였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미공군에서 

항공우주의학대학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1958년 공군에 중위로 임관하여 1970년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1979년부터 1997년까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사

전에 문헌조사를 통해 개발한 질문지를 보낸 다음 2012년 10월 필자는 연구원 박세홍과 함

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박항배의 자택에서 면접을 하였다.



KIM Ock-Joo :  Application of Oral History to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With a 
Focus on Medical Scientists

│ 醫史學466

고압산소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검색을 해 보아도 잘 나

타나지 않는다. 연구자는 박항배의 구술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개발과정

을 알게 되었다. 

1968년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였던 윤덕로는 박항배에게 박사학

위논문 준비를 의논하다가 임상용 고압산소치료장치를 직접 개발해서 치료

에 적용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제안했고 박항배는 이를 받아들였다. 

.. 그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때는 연구생 과정....적어도 1,2

년은 교실에 적을 올리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난 현역군인이어서 

그걸 못하잖아요? 윤덕로 선생이랑 의논한 끝에 마지막으로, 직접 

나와서 몸으로 뛰어서 본인이 뭐 실험장비에서부터 논문 쓰는 것

까지 일체 본인이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현역

군인이 적어도 아마 5개월(1968년 12월~1969년 4월) 이상은 빠졌

을 거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고압산소장치) 실용화시켜야

겠는데 임상화를 시켜야겠는데 내가 꼭 필요했던 거지요. 계속 매

달려있을 사람이 있어야겠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고, 그

담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동료로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러니까 내가 그랬던 거지요.

박항배의 구술에 따르면 고압산소장치의 구상과 설계는 윤덕로가 제시한 

것이고 박항배는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을 맡았다. 

..어디 보일러실에서 가지고 뜯어 내온 거라고... 거기 윤덕로 

선생이 설계한 거 대로 구멍을 내 가지고 창도 하나 달고, 전송관

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달아놓고. 그담에 가스가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 그렇게 한 거에요. 보일러공들이 만든거죠... 피지오그

라프(physiology graph)를 옆에 연결해놨는데 이것도 공군에서 빌

려 가지고와서 한 거에요. 

박항배가 직접 1968년 12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에 위치한 한 허

름한 공장에서 보일러공들을 고용해 고압산소장치 제작을 시작하였다.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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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고압산소장치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확

보되었다.11)

(2) 최초의 인체적용 실험

여러 논문에서 박항배와 윤덕로는 1968년 말에 고압산소장치를 완성하여 

서울의대 부속병원에 옮기고 1969년 1월 환자 치료를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혁신적인 의료기술은 안전성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처음 인체에 적용할 때

에는 사람에게 사용해도 안전한지 실험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테스

트해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박항배의 구술을 통해 보일러 공장에서 만들어

진 이 장치를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윤덕로와 박항배가 먼저 들어가서 실험

해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김:  그럼 그걸 만들고 처음 사람을 넣어서 할 때 좀 겁나지 않으

셨어요? 이게 잘 될까? 

박: 우리가 먼저 들어갔어요. 

김: 아하. 

박:  윤덕로 선생도 들어갔고 나도 들어갔고. 그때 조교로 와있던 

사람은 안들어가겠다고 들어가라고.. 내가 “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잖습니까? 잘못 스파크가 나면 뻥 할 것을....” 윤선

생하고 나하고 둘이만 들어갔어요.

김: 실례지만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는 기억 안나세요?

박:  윤선생이 먼저 들어갔어요. 본인이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거에요.

김: 그러면서는 얼마동안 계셨어요? 기압도 올리고.

박:  한번 완전히 올렸다가 그담에 한 15분쯤 있다가 빼고. 단계

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문헌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연구자들의 자가 실험(auto-experiment)에 

대한 증언을 면담 중 우연히 확보하게 된 것이다. 1926년 하버드 보건대학원

11)  고압산소장치를 만들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의 흐름에서 비껴가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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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 필립 드링커(Philip Drinker)는 소아마비 환자들의 호흡 마비를 치

료하기 위해 “철의 폐(Iron Lung)”라는 별명의 고압산소장치를 양철공을 고

용해서 만들고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Henig, 

1997: 26-29), 한국에서도 용접공을 고용해 만든 고압산소장치에 이를 만든 

연구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최초의 인체적용 실험을 했던 것이다. 

(3) 동료들의 반대와 의학계의 반론 

고압산소요법의 도입에 대해 의학계와 병원의 선배와 동료들로부터 반론

과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박항배의 구술로 알게 되었는데, 이는 문헌자료

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었다. 병원에 고압산소장치를 들여놓고 치료를 시

작하니까 병원장과 병원의 동료, 선후배의 심한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게 되

었다.

박:  ... 그때부터 그걸[고압산소장치] 만들어가지고 다 되니까 이

제 ...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그때 마취과 옆에 조금 빈 자리

가 있었어요. 그 방에다 그걸 갖다 놨거든. 아... 그랬더니 그

냥 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야.    

박:  아 우리 경기 선배들이라고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그

냥 나중에는 막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내려가라고 막 그랬

다구요.

박: 어유 내가 아는 사람마다 욕을 하니까 난 뭐.

박:  응급실로 갈 환자가 이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응급실에선 고

마워 할 텐데 뭐 하여튼 굉장히 싫어했고. 어 응급실에서 볼 

환자를 그쪽으로 데려갔다고.  

연탄가스 환자에 대한 고압산소치료가 시작되어 그 효과가 알려졌지만, 반

론은 줄어들지 않았다. 고압산소치료는 사실상 별 것이 아닌데 과장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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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후유증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김:  ... [문헌 자료를 보면] 60년대는 갈수록 절망을 하는 분위기

였거든요. 연탄가스가 계속 늘어가는데 치료법이 전혀 없으

니까 그랬는데 유일하게 나온 희망이 고압산소치료.. 신문

에도 크게 나고.. 

박:  그랬댔어요. 그래도 그때 학계에서는 오히려 반론이 많았어

요. 어차피 깨어날 건데 통에다 한번 집어 넣어가지구서 조

금 빨리 깨어났다 하는 정도의 소동을 부리고 있다 하는 그

런거하고.

김: 그게 초기 단계죠? 다른 대학에도 많이 갔을 때..

박:  아 그때 전이에요. 보급이 되기 전에 막 저 실적이 보고가 되

니까 그때 그 단계에서는 아 그 상당히 똑똑하다는 생리학이

나 이런 거 하는 의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다’ 또 한쪽

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일찍 소생을 시켰기 때문에 후속치료

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뇌..정신장애 같은 게 왔다’ 그 어떻게

든 깎아내리려는 그런 게 많았어요.

이러한 동료 의사들의 심한 반대는 박항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

다. 박항배의 구술을 통해 고압산소요법의 성공을 다룬 신문기사와 논문 등 

문헌자료를 보아서는 추측하기 힘든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문헌자료와 구술 자료의 긴장 관계

구술 자료는 문헌자료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새롭게 해 주는 경우가 많

다. 당시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나타나는 고압산소치료기사는 어떠한 배경에

서 생성된 것인지, 박항배의 구술사를 통해 문헌자료의 생성 배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항배의 구술에 의하면, 고압산소치료법의 도입 시기에 반대하

는 이들이 많았기에 고압산소치료법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윤

덕로의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윤덕로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신문에 적

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필요할 때에는 매스컴을 동원해서 정부 압

력을 넣기도 하였다. “도저히 뭐 의사 동지 선후배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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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박항배 인터뷰, 2012.10.10) 매스컴에 가서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박:  오픈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왜냐면 주의시

켜야 되니까. 외국의 문헌도 요약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기

대하는 효과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한 십여건? 몇 건 한 

후에 다시 한번 했어요. 그건 왜 했냐면 그때는 병원에서 하

도 야단을 하니까. 불법진료 행위한다고. 하도 야단을 하니

까 뭐 어떻게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박:  그럼. (원장은) 마지막까지 인정을 안했어요.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5

대 신문에 그렇게 막 떠들어 대니까 할 수 없어서 그때 입 다

물었죠. 

윤덕로는 “문제가 일어날 만한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문기

자들 대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만나서 뭘 하고 하는 것.. 저녁먹는 자리 

뭐 또 유인물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박항배 인터뷰, 2012.10.10)” 등에 탁월

하고 비상했다. 언론에 실린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기사는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있었겠지만 이를 보급하고자 하는 윤덕로의 노력의 결과

인 경우도 많았다. 

박항배가 30여 년 후에 “주변의 이유없는 질시와 험담”과 이러한 난관을 

해쳐나간 윤덕로에 대한 간략한 회고의 글을 남기긴 했으나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일을 하는 데는 국내 기술수준의 낙후 뿐 아니라 쪼들리는 예산, 

주변의 이유없는 질시와 험담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었으나 윤교수는 이런 장애들을 하나씩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

나갔다(박항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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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자료만 보았으면 박항배가 언급한 ‘윤덕로의 정면 돌파’와 당시의 신문

기사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구술사 없

이는 문헌자료의 생성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단순히 

고압산소치료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를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한 의학자들의 상황 타개 노력으로 생성된 결과라

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의학자의 구술 자료와 문헌자료는 역사가

의 능동적인 상호 교차 검토를 요구하는 긴장 관계가 있다.   

3) 구술과 의학자의 정체성 

박항배의 구술에서 두드러진 주제는 기초의사, 예방의학자로서의 정체성

과 관련된 것이었다. 1969년 당시 윤덕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박항배는 예방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고 이후 한양의대의 예방의

학 교수로 활동하다 정년을 했으니 두 사람 모두 기초의학 분야인 예방의학자

로서 자타가 인식하고 있었다. 박항배는 미국에서 항공우주의학을 공부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임상가로서의 지식

과 경험이 있었고, 윤덕로도 박항배처럼 공군 군의관으로 활동했기에 임상지

식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해 이들이 겪은 어

려움은 기초의사, 예방의학자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다. 

처음 고압산소치료를 서울의대 부속병원에 도입했을 때 동료 선후배들의 

비판은 “왜 기초에서 임상업무를 와서 하고 앉았느냐,” “왜 기초교수가 와서 

환자를 보고 앉았느냐”는 것이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사람을 많이 

살려내자 치료 성적을 인정을 받는 대신 도리어 기초교수가 할 일이 아니라

는 비난을 받았다.

박:  하 그거 기억이 글쎄요. 왜 시끄러웠나. 난 기대도 안했던 일

인데, 왜 기초에서 임상업무를 와서 하고 앉았느냐고 그런 

질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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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자꾸 

살려내니까 이거 내과의사 할 일이지 왜 너희가... 

연탄가스중독 환자는 내과나 신경과 등 임상의사가 치료를 해야할 것인데,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기초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

다. 이들이 임상의사가 아니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한 병원의 고압산소

장치가 폭발해서 환자가 죽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경향신문 1979. 4. 

12)이 벌어졌을 때에도 제기되었다.

 

박:  .... 나중에 기계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는 환

자가 그 안에서 의식이 돌아오니까 담배를 피워 물어가지고 

뻥 했던 일이 있어요. .... 

      ... 죽었지요 그 사람은 물론. 폭발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게 챔버 자체 치료 자체

의 결함으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어서 나나 윤선생이나 그걸 

열심히 어디가 잘못 되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쪽 병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마치 그 쪽을 갖다가 폄

하시키느라고 기를 쓰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있느

냐 동료끼리’, ‘이러니까 임상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놓으면 

이 지경이 난다’고 막 그런 욕을 먹었어요.[밑줄 저자 강조]  

인명 사고 때문에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해명을 하는 윤

덕로와 박항배에 대해 “임상의사가 아닌 사람”이어서 환자를 보는 의사 동료

를 깎아내린다고 비난하였다. 박항배의 구술은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의사”

라는 딱지가 고압산소치료와 관련해 이들을 계속 괴롭히는 소재로 작용했음

을 보여준다.   

윤덕로 자신이 가졌던 기초의사이자 예방의학자로서의 정체성은 고압산소

치료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예방의학자로서 연

탄가스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자괴

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69년 고압산소치료를 시작한 이래로 윤덕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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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모아 여러 차례 외국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박항배의 회

고에 따르면, 국제학계에서는 한국의 이례적인 연탄가스중독 발생 수와 치료 

성적을 듣고 처음 몇 번은 크게 주목하며 환영하던 분위기였으나, 나중에는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박:  그리고 윤덕로 선생도 당황했던 얘기 하나가 첨에 이 100 케

이스 레포트 국제학회가서 하고 그랬을 때는 난리가 났었

죠. ‘어 이렇게 대량의 케이스를 보고한 일이 없다 일찍이.’ 

그래가지고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갔

다 오더니 풀이 죽었더라고. 이젠 다신 안하겠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체 

당신네 정부는 뭘 하고 앉았느냐’고 그러는 거에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환자가 생기는데’ 그야말로 참 백만명 대로 생

기던 때거든. ‘의학적인 업적은 놀랍지만 이게 병원에서 해

결할 문제냐’ .... 마치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비난이 전

부 자기한테 쏠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라고.. 나 안한다고. 

 

박:  그게 막 좋은 발표해 줬다고 환영하던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

지고 일제히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나 아니다, 내가 한 거 아

니다’ 윤선생이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 와가지고서 막 

분해하더라고.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해?’

윤덕로는 이 일을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1981년에 미국의 고압산소요법 학회가 마이애미에서 있었는데 

이 때 2,242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다 대단히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 어느 짓궂은 미국 의사가 본래 교과서에도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예방가능한 사고(preventable accident)로 되어 있는데 

고압산소요법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왜 예방을 못하느

냐 하는 질책이었다. 아마 나의 전문이 예방의학이고 환경의학 분

야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나

는 유구무언이었다. 30년 가까이 무수한 중독 희생자를 내면서 예

방의 처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

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탄 대신 기름을 쓰는 중앙난방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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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들은 가난

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방에 치중해야 할 것을 치료 운운 하니 격

에 안 맞는다고 비웃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세계기록이 결코 명

예롭지 못한 기록임을 통감하였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1999: 138).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꾸준히 역학 연구를 수행한 윤덕로는 한국사회의 연

탄가스중독이 가난해서 생긴 사회경제적인 병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

다. 고압산소장치를 개발하던 1960년대 말 윤덕로는 한국사회에서 연탄가스 

중독의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기리라는 암울한 미래를 내다

보았다. 그는 일산화탄소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

만, “30년 가까이 무수한 중독 희생자를 내면서 예방의 처방을 찾지 못”하고 

임상의사들의 비난을 받아가며 중독된 환자들을 고압산소장치에 넣어 한사

람씩 치료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초의사, 예방의학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는 

만일 박항배의 구술이 없었다면 문헌자료로는 파악이 힘든 내용이었으며, 박

항배 구술의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되어 여러 차례 두드러지게 나타

난 주제였다. 

4. 맺음말: 의학자 구술 연구의 특징과 전망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 현대 의학사 연구를 위해서는 구술사 연구방

법론이 크게 도움이 된다. 문헌자료나 기록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연구에서

도 구술연구방법론은 크게 도움이 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한국 현

대 보건의료사 연구자들은 가능하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구술사 연구방법

론을 채택하도록 권하고 싶다. 첫째, 의학자의 구술사는 문헌자료에 없는 사

실을 제공해 준다. 대체로 의사나 의학자들은 구술에 있어서 핵심을 잘 이해

하며 이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서 구술을 통한 정보의 수집에 큰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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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편이며 성격에 따라 진

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구술사 연구방법은 문헌사료나 사진사

료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발굴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면담이 진행될수록 

구술자들은 교실, 의국, 집안에 보관해 둔 문서와 자료를 발굴해서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구술연구는 동일 주제에 대한 문헌사료를 심

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심보성』의 경우, 실제로 책 본

문 서술에 사용된 양은 문헌자료가 많지만, 연구자가 구술자와 면담하고 구

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문헌자료들이 생성된 정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문

헌자료를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구술을 녹취해서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되고 지면의 제한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술 자료와 면담의 경험 자체가 문헌자료의 해석과 이해를 촉진한다. 넷째, 

구술자들이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인상, 개인이 체험이나 느낌 자체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중요한 역사적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박항

배의 구술에서 나온 고압산소장치의 개발과 적용에서 개인이 겪은 비난과 질

시에 대한 이야기는 고압산소치료 역사의 이해에 중요하나 문헌자료에는 거

의 나타나있지 않다. 

다른 구술사와 마찬가지로 의학사 연구의 구술사에서도 기억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 기억의 주관성(subjectivity)의 문제, 구술조사와 분석 과정에

서 조사자의 해석이 개입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문헌 사료들과 대조하

고 비교하여 분석하는 일과 다른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구술사 연구가 구술하는 사람과 연구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라고 할 때 “기억의 정치학”이 작동되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구술자

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추구하는 사실적 진실도 중요하나 그가 사실이라

고 믿고 있는 서사적 진실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양자를 구분하여 적

재적소에 사료로 쓰려는 연구자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려운 만큼

이나 연구자들은 역사서술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

력과 비판적인 자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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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며,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의학자 구술에서는 ‘관계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구술자

로서의 의사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의학사 연구에서 대해 의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위치를 가지게 되며, 연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 『심보성』의 경

우에도 구술 연구방법론을 채택할 연구 초기 단계부터 구술자들의 성격에 관

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만일 그의 전기 작업에 협조적일 인물들인 심

보성의 가족, 선후배, 친지, 제자만으로 구술이 이루어질 경우 심보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데,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러한 의사 구술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초기부터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

던 문제의식이었다(박지영, 제1차 연구노트 2010.6.15). 실제로 연구를 진행

하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 구술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애사에 비해, 돌아가신 분을 연구 대상으로 한 구술 자료의 취합은 훨씬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심보성의 주변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증언들을 종합하고 비교 분석하는 일이 가능

했으며, 구술자들을 따로 면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심보

성에 대해 증언하는 바는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보성』 연구 이후에 이루어진 박항배의 면접을 통해 필자는 구술자가 연

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망에서 자유로우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을 보다 자유롭게 진술한다는 점을 경험했다.12) 박항배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연대의대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미국에서 항공의학 훈련을 받은 

뒤, 한양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구술자들과 함께 관

계의 그물망 속에 얽혀있다는 느낌 보다는, 연구자와의 관계도 보다 자유롭

고 몇가닥의 점선을 이어야지만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심보성』 연구에

서는 구술자들이 연구자를 심보성 전기연구를 하는 “같은 팀”으로 인식했다

1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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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박항배는 연구자를 독립적으로 인식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자유

로운 증언을 하였다. 

『심보성』 연구와 고압산소치료 연구 모두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문

헌조사의 공백, 여백, 의문점을 채우고 사료 해석의 통찰을 얻기 위해 주요 

핵심 의학자들을 구술하였다. 또한 구술자 모두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구술

에 협조하였다. 즉, 연구자나 구술자 모두 연구의 목적을 인식하고 구술자는 

구술자로서의 자의식이 분명하며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다는 점에

서는 유사하다. 차이점은 『심보성』 연구는 구술자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로 연결된 사람들로서 심보성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반면, 박항

배는 고압산소장치나 고압산소치료법의 시대적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한다

는 점이 달랐다.

결국 윤택림·함한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구술자의 협조 이유나 자

의식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구술자와 연구자의 관계가 자료의 성격에 영

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바는 연구자와 구술

자의 관계에 대해 자기 성찰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택림·함한희, 

2006: 82). 필자는 더 나아가 구술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망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 의학

사 분야가 매우 좁은 분야이기 때문에 구술사의 활용을 시도할 때 바로 이 문

제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연구자도 별로 없고 연구 대상이 되는 의학계의 

인물들은 하나 둘 건너면 대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계

망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 구술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망’ 자체 보다는 ‘관계망 속 이해관계의 정도’가 구술의 

내용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의사 구술 연

구의 일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를 넘는 연구들이 많

아지고 의사 구술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고 폭이 깊어지면 점차 해소될 수 있



KIM Ock-Joo :  Application of Oral History to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With a 
Focus on Medical Scientists

│ 醫史學478

을 것이다.13) 

색인어: 구술사, 의학자, 한국 현대의학, 의학사,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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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Oral History to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With a Focus on Medical 

Scientists*
KIM Ock-Joo**

**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oral history helps researchers to fill the gap in historical documents 

in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More and 

more studies in history of contemporary medicine in Korea have come out 

using oral history of doctors and patients. Based upon the author’s research 

on development of neurosurgery in late 20th century Korea, this paper 

discusses how to apply oral history to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focusing on oral history of doctors in Korea. 

In this paper the author describes how to do and use oral history of key 

doctors and medical scientists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The oral history can be a powerful tool to complement the written 

documents as following. First, from their interview, doctors and medical 

scientists ofte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which historians canno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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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ocuments and written sources. As intelligent interviewees, they not 

only understand the purpose of research but also help  actively the historian-

researcher-interviewer. Second, the oral history facilitates further searches 

and often it leads to more findings of informants, and written and image 

material. More often than not, doctors and medical scientists do their own 

research on the topic and provide the historian with valuable historical 

source material from their laboratories, bedsides, family and friends. Third, 

interviews with medical scientists and oral material produced by doctors 

and medical scientists helped the researcher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papers and written documents. Fourth, the subjective stories told by 

the medical scientists provide perspectives and historical source as narrative 

truth.

Before a historian attempts to use the oral material as complementary 

historial evidence, he or she needs to cross-check the validity and of 

objectivity of the oral material. Oral material is produced through bi-

directional intersubje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viewer and 

interviewee, and critical reflection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crucial. Especially the researcher should keep an eye on the possible 

bias and strive for the objectivity of the oral material with discernment 

and reflection, when she or he found the interviewees of doctors and 

medical scientists closely connected together and tied together in a web of 

relationship with a common interest or agenda.

Keywords:  oral history, physicians, contemporary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obje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