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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시사란?

최근 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 의사학계

다. 2008년 병원사 국제심포지엄이 ‘미시사적 접근’을 대주제로 내세웠는가 

하면, 2015년 대한의사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역시 미시사를 주제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관심에 부응할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

시사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이지만 사료의 제약 등으로 그것을 충실히 구현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시사라는 개념

을 둘러싸고 많은 혼돈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1970년대부터 서구 학계

에서 미시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에도 소개

되었지만(김기봉, 1997; 곽차섭, 1998; 1999; 2000; 조한욱, 2002) 아직도 미

시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움직임은 일관적이거나 통합된 학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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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고, 미시사 자체가 특정 분야사라기보다는 ‘방법론’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마저 ‘만년필의 역사’처럼 이른바 

사소한 주제를 다룬 역사서술을 무조건 미시사로 분류하거나, 일상생활사와 

혼동하는 등 미시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립되지 않은 탓도 크다(설혜심, 

2010: 178-181). 

미시사는 거시사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일종의 학술적 실천이었다. 근대국

가의 형성과 이후 등장한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중심적 역사’가 득

세하게 되었다. 그런 역사학은 권력의 중심축이던 정치와 경제를 역사학의 본

령으로 삼았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적 이성중심주의

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대두했고, 식민지 해체와 민중세력의 성장 등의 변화

는 기존 권력이 억압했던 주변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제 역사

가들의 관심도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운

동에 동참한 학자들은 거시사가들이 역사서술을 통해 근대국가의 협력자 역

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며 거시사가 추구해 온 단선적인 진보의 역사에 균열을 

주고 저항적인 움직임을 보고자 했다. 위르겐 슐룸봄(Jürgen Schlumbohm)

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미시사도 스스로를 기존의 역사 서술에 역행하

는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슐룸봄, 2001: 31)”고 말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거시사는 개별적 인식이나 특수한 상황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

실’이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명확하게 규정·분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존재했던 인간의 다양한 체험을 단일성이나 공

통점으로 수렴해 파악하고자 했고, 사회체계에서도 일종의 패턴이나 법칙을 

찾으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실을 수집해야 하므로 계량적 방법이 선

호되었는데, 여기서 연구의 단위로 종종 ‘국가’로 일컬어지는 사회체제를 선

택하곤 했다. 이런 접근법에서는 집단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한편 개인의 경

험의 총합이 집단의 경험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 사이의 불일

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시사가들은 이런 계량적 역사서술에 반발하며, 아

주 가까이 보면서 인간의 삶을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구조적 시각을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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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전략을 구상했다(김기봉, 1997: 115). 이제 지배층이 아닌 이름 없는 사

람들의 삶의 복원, 그리고 ‘구조’가 아닌 ‘인간’과 그들이 지닌 개성을 찾는 것

이 중시되었다. 

미시사가들에게 과거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은 단지 큰 규모를 잘

게 잘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줌인(zoom-in)기법을 동원해 작은 규모 

‘안’에서 그 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마치 탐정이 사건해결을 위해 실마리를 찾

듯이 그 단면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의 관

계를 실명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서 그 마을의 인적 관계망을 복원하려는 일종

의 집단전기학적 접근(곽차섭, 1999: 78)”이 나타나며, 이를 위해 인류학이나 

민속학과 같은 인접학문이 적극 동원되기도 한다. 미시사는 고찰하는 지역이

라는 공간적 단위를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영토와 일치하지 않

으며, 오히려 국민국가가 위로부터 ‘부과하는’ 질서와는 다른, 작은 공동체 나

름의 질서, 신념, 혹은 인간관계의 전략 등을 파헤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런 접근법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바

로 ‘구조’에 대한 관심을 ‘관계’ 또는 ‘전략’으로 바꿔버리며, 평범한 인간을 수

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복원된 이야기들은 다성(多聲)적이고 복잡하다. 수많은 행위자, 목

격자, 기록자들의 각각 다른 시각과 담론이 뒤섞여 있으며 그것들은 이질적

이거나 상충하며 때로는 진화하기도 한다. 미시사가들은 이야기의 진화과정

에서 나타난 복잡성을 ‘이야기체의 역사(Stone, 1979)’를 통해 재현해 내려 한

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단순한 묘사적 기록이 아니라 ‘사료를 해석하는 역사

가의 견해, 추론의 과정, 분석의 한계까지를 포함’하는 서술이다. 그렇기 때문

에 미시사 서술은 거시사가 보여주듯 명쾌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열

려 있곤 한다. 이런 독특성은 자끄 르벨(Jacques Revel)이 미시사에 대해 제안

한 슬로건인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단순화시키는가?(Revel, 1989: 

xxiv)”라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 

미시사의 등장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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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조반니 레비(Giovanni Levi)는 17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두 가문과 그 추종자들의 갈등을 분석하

면서 한 가문의 구성원이 지닌 영적인 힘이라는 ‘무형의 유산(non-material 

inheritance)’이 권력의 기제로 작동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Levi, 1985). 또한 

로버트 단턴(Robert Danton)은 『고양이 대학살』을 통해 근대 초 프랑스 농민

들이 비정하고 잔인한 감정의 세계에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단턴, 1996).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R. Browning)은 『아

주 평범한 사람들: 101 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유

대인 학살의 수행자가 되는 과정을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기술함으로써 나

치의 만행을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닌 일상적 행위의 차원에서 풀어냈다(브라

우닝, 2010).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는 『마르땡 게르의 

귀환』을 통해 사라졌던 남편의 귀향과 재판에 직면한 아내의 행동을 통해 가

부장제 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평범한 농촌여성들의 대처법을 추론해 내었

다(데이비스, 2000).

종종 가장 ‘전형적’인 미시사가로 언급되는 카를로 긴즈부르그(Carlo 

Ginzburg)는 『마녀와 베난단티의 밤의 전투』에서 본래 선한 베난단티가 이

단심문의 과정에서 엘리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악한 마녀가 되어가는 과정

을 흥미롭게 재구성해냈다(긴즈부르그, 2004). 나아가 『치즈와 구더기』에서

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방앗간 주인의 이단재판을 통해 민중이 나름대로 고급

문화를 독해하고 수용하던 독특한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했다(긴즈부

르그, 2001). 오늘날 미시사는 그 연구대상을 제3세계의 작은 마을들로 넓혀 

가는가 하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학 분야에

서 미시사는 어떻게 수용되어왔으며 어떤 성과물을 내놓았는지 이제부터 살

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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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학 분야의 미시사적 연구

2004년에 출판된 『의사학 자리매김하기(Locating Medical History)』에서 

언급하듯이, 사실 의사학 분야에서 미시사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Fissell, 2004: 372). 그런데 스스로가 ‘미시사’임을 표방한 작업들이 몇 개 눈

에 띈다. 우선 2차 대전 후 프랑스에서 갑상선 내분비학의 발달과정을 그려

낸 필리프 프라귀(Philippe Fragu)의 논문을 살펴보자(Fragu, 2003). 1940년

까지 프랑스에서 갑상선 내분비학 연구는 병원과 대학이라는 두 갈래 전통으

로 분리된 채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게 수천 명 

환자들의 사례를 데이터화한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구축하고 있었다. 저자는 

미국의 결과물들이 프랑스로 유입되고, 사이클로트론(cyclotron)과 같은 첨

단 장비의 도입, 종전 후 프랑스 생화학의 부활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결과적

으로 프랑스의 갑상선질환치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

한다. 여기서 방사성 요오드를 사용함으로써 갑상선 내분비학에 획기적인 발

전을 가져온 장 로슈(Jean Roche)가 등장한다. 그가 놀라운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 임상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갑

상선 대사에 관한 환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다.

프라귀의 논문은 전후 프랑스에 초점을 맞추어 의학사적으로 결정적인 분

기점에 주목한 작업이다. 프라귀는 그동안 포괄적으로 다뤄져왔던 갑상선 내

분비학의 역사를 특정시기 특정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시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 연구는 미시사

라기보다는 내분비학의 역사를 다룬 거시사적인 분야사(disciplinary history)

에 가깝다. 무엇보다 논지의 전개나 내용에서 거시사적인 ‘의학의 진보’라는 

대명제에 어떠한 균열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시사가 추구해 온 

‘평범한 사람(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

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방사성 요오드를 사용한 획기적인 치료 서사에서

도 로슈 박사가 활용했다는 많은 환자들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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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일체 드러나지 않는다. 첨단기계의 도입, 영웅적인 의사, 새로운 치료

법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의학적 교류 속에서 정작 미시사라면 주목했을 평범

한 환자의 이야기는 묻혀버린 셈이다. 

미시사를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2008년에 출간된 메그 파슨(Meg 

Parson)의 논문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45년까지 운영되었던 팬텀 섬 

성병병원(Fantome Island Lock Hospital)의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Parson, 

2008). 팬텀 섬은 검역대기소, 성병병원, 나중에는 나병요양소로 기능했던 곳

으로, 정부는 원주민 가운데 성병이 의심되는 이들을 이 섬에 격리했다. 기존 

연구들은 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원주민의 매독과 임질이 효율적으로 통제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파슨은 오히려 백인의 편견이 원주민의 전염성 성병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낸 주범이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는 20세기 초반 내내 성병을 나병과 함께 퀸즈랜드의 원주민을 위협하는 전

염병으로 정의하고 관리했다. 

영 제국은 제국경영의 일환으로 당시로는 상당히 정교한 전염병법

(Contagious Diseases Act)을 구축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법

이 도입된 1912년부터 백인과 원주민을 분리한 이중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백인에게는 교육과 캠페인, 무상진료와 자발적 신고 등의 원칙이 준수되었지

만 원주민에게는 강제격리라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백인들이 통원치료

를 하던 시절, 원주민들은 먼 섬까지 목에 쇠사슬이 매인 채 수갑을 차고 걸어

서 입소했으며 치료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파슨은 이런 이중적 잣대가 ‘

의학-도덕적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것으로, 매춘부나 원주민을 특별한 표적 

집단으로 설정하여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타락을 동일시했던 한 사례라고 주

장한다. 나아가 이 섬의 높은 사망률은 성병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열악한 수

용환경과 부족한 급식, 유독성 약물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병원

에서는 의학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비소를 

함유한 약물 NAB(novarsenbillion)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1928년부터 시행

되었던 세균검사도 원주민에게는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이곳을 시찰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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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사관들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권위적인 정부 관료들에 

의해 묵살되기 일쑤였다.

이 연구는 팬텀 섬이라는 작은 병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그

리고 약자인 원주민 의료의 실상을 파헤쳤다는 측면에서 미시적인 접근법으

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원주민의 실명이나 

목소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시사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 연구는 포스

트모더니즘적 시각을 듬뿍 담은 사례연구(case study)에 가깝다. 최근 탈식민

주의 연구자들은 식민통치에 의학이 동원되었던 양상을 정치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특히 성병통제는 감시체계의 확대와 인종구분, 나아가 내부적 식민주

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온 인기 있는 주제다. 그런 맥락에

서 이 논문은 이미 거대담론이 되어버린 제국주의적 인종분리, 특히 ‘성의 인

종화(racialization of sexuality)’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한 사례로 

보인다. 여기서 사례란 “거시적이고 인과적인 틀에 주어진 설명”에 제공되는 

증거일 뿐으로, 그 큰 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전형적인’ 예시

가 선택, 추출되곤 하는 것이다(조한욱, 2002: 521). 

그렇다면 한국 의사학계에서 미시사를 제목에 내세운 저작 『미시사, 100년 

전 동아시아 의사들을 만나다』는 어떠한가? 이 책은 국제 심포지엄을 거쳐 출

간된 야심찬 기획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미시사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미시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구술사와 생애사, 인물사를 소개하는

가 하면, 병원 아카이브즈 구축과 같은 ‘제도사’적 논문도 싣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사와 미시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고, “미시사

는 합쳐서 거시사가 되고 거시사가 나누어지면 미시사가 된다(정도언, 2009: 

21)”와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미시사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미시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미시사

는 거시사가 주목했던 집단의 경험과는 다른 개인의 경험을 추출하려 하고, 

개인의 경험의 총합이 집단의 경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미시적 경험을 조각조각 합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거시사가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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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의 제 2부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이른바 ‘제 1세대 의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싣고 있다. 하지만 「근대 중국 1세대 의사들의 삶」은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중국에서 근대 의학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수행한 역할(미너한, 2009: 127-128)”이라는 거시적 테제를 다루고 있다. 마

찬가지로 「일본 근대 의사 3인의 선택」(가토, 2009: 177-197) 역시 근대 초 일

본의 서양의사들이 행했던 의학시술의 일반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거시사적 

밑그림의 사례연구에 가깝다. 여기서 예외적일 수 있는 부분은 시골의사 가

토 다카시에 대한 서술이다(가토, 2009: 188-195). 가토는 서양의학의 한계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서양의학 안에 대체의학을 도입했던 인물이었다. 해열

제와 진통제로는 합성약품을 많이 처방했지만, 회향, 대황, 소태나무, 건조 효

모 등 자연약초도 의료에 자주 동원했고, 냉수마찰, 심호흡 등의 건강유지법

을 전파함으로써 의료에 민속 대체의학을 접목시켰다. 가토는 수십 년 동안 

쓴 일기와 여러 처방전을 남겼는데, 당시 사용했던 약품의 종류, 효능과 증상

을 직접 보여주는 이 기록은 당시 의료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사료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토가 남긴 방대한 자료를 미시사적으로 풀

어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토에 대해 할애한 지면이 적은 탓도 있

지만 방법론적으로도 그가 남긴 자료들을 전혀 ‘가까이서’ 읽지 않기 때문이

다. 미시사적 시선으로 보자면, 처방전을 목록화해 싣는 것보다 가토가 왜, 어

떻게 서양의학에 대해 한계를 느꼈으며, 왜 특정 약초를 특정 질병에 처방했

으며, 그를 찾은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더 궁금할 것이다. 나아가 

대체의학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일본의 다른 서양의들이 

그의 치료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일본의 서양의학 내면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시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의인 

가토가 대체의학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예외적인, 큰 흐름에 균열을 주는 요

소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예외성을 미시사적으로 제대로 풀어내려면 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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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한 이 독특한 진료가 이 의사 나름의 어떤 세계관에 입각하여 바깥세상

을 향해 펼쳐졌으며, 그가 관계하던 사람들과 어떤 역학관계를 불러 일으켰

는가를 파고들었어야 한다.

한편 2014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두 권의 저서는 미시사적 의사학의 생산 

가능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신동원의 『조선의약

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신동원, 2014)을 살펴보자. 이 책은 

951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묵재일기』를 다루는 

제 2부는 미시사적 문제의식과 접근법을 비교적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

료의 저자인 이문건(1494-1667)은 승정원 부승지를 지냈던 인물로, 을사사화

에 연루되어 성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유의(儒醫)의 역할을 하며 지냈다. 

무려 3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일기에는 의약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신동

원은 그 방대한 내용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조선시대 작은 마을에서의 

의료상황을 다면적으로 풀어내었다. 특히 기존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노비의 병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분석, 실생활에서 활용되었던 의서의 종류, 

치병에서의 병점과 승려의 역할, 무와 의가 서로 경쟁적 관계라기보다는 보

완적 관계였음을 밝히는 대목 등은 미시사적 방법론이 듬뿍 묻어나는 참신한 

해석들이다. 다만 거시적 통사에 가까운 1부 ‘조선의약생활사’와 이황과 정약

용의 의약생활 사례연구 등을 모아놓은 3부는 책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미시

사적 서술의 완성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어 차라리 2부만을 독립적인 책

으로 펴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신규환의 『북경 똥장수: 어느 중국인 노동자의 일상과 혁명』(신규환, 2014)

은 미시사적 글쓰기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책은 20세기 전반 베이징을 중심

으로 똥장수라는 하층민 집단을 주목한 거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연구로, 사

료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상상력과 거시사 자료들로 메워가는 영리한 

접근법을 구사한 수작이다. 저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1950년 4월 베

이징시 인민정부 공안국에 체포된 똥장수 리더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재현하

고 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저자가 화자로 분한 일종의 픽션으로, 이 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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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하고도 실험적으로 이야기체의 역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존의 거시사적 시선이 놓쳤던 많은 사실들을 되살

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사적 미덕을 충실히 구현한다. 중국사회에서 똥장

수는 하층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직종이었고, 따

라서 시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던 집단이었으며, 대다수가 특

정지역 출신으로 이루어진 인적 관계망과 분할된 영업구역이라는 폐쇄적 구

조 속에 놓여 있었다. 위생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폭동’과 같은 똥장수들

의 저항,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시정부와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갔던 

과정은 이른바 근대화 과정에서 일방향적인 국가권력의 침투라는 대전제에 

균열을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사료의 부족 탓이겠지만 똥장수들의 경

제적 이해관계와 그와 관련된 정치참여의 양상에 비해 위생과 환경에 대해 그

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최근 서양 의사학 분야에서도 정통적 미시사를 구현해 낸 연구를 찾을 수 

있다. 구이도 루지에로(Guido Ruggiero)의 논문은 1617년 베네치아에서 마

르가리타 마르첼리니라는 여성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논쟁을 다

룬 것이다(Ruggiero, 2001). 마르첼리니는 극심한 두통과 온몸을 휘감는 극

렬한 통증에 시달렸으며, 곪은 상처에서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고열로 쇠약

해져서 죽어갔다. 마르첼리니의 남편은 널리 알려진 의사였는데, 장기간 투

병해 온 아내의 병세를 ‘말레(male)’라 불렸던 심각한 병으로 진단했다. 마르

첼리니가 죽은 뒤 몇 개월이 지나 베네치아의 종교재판소는 갑자기 이 문제

를 다루기 시작했다. 노령에, 오랫동안 앓아온 이 여성의 특기할 것 없는 죽음

이 왜 이단문제를 다루는 종교재판소의 주의를 끌었는가 하는 의문이 이 연

구의 출발점이다. 

마르첼리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남편은 동네 사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본

인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자신보다 더 분명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

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사제는 환자가 흑마술의 희생양이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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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고 이제 환자의 병은 해부학이나 의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종교재판소가 

관장하게 되는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재판소에서 사제는 환자의 몸에서 여

러 가지 마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는가 하면, ‘말레’를 치료하

기 위해 성유(Holy Oil)를 발랐고, 그로 인해 상처들이 치료되었다고 진술했

다. 여기서 ‘말레’는 사악한 마술과 악의 기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질환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용어가 보여주듯

이, 이 시대에 아프다는 사실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신체적 상태에 국한된 것

이 아니었다. 마녀술이 병을 불러온다는 믿음은 사제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

람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공유하던 문화적 맥락이었다. 

그런데, 심문이 계속되면서 마르첼리니의 죽음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가능성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동생

이 환자를 방문했고, 바로 그날 환자의 침대에서 마녀술의 흔적들이 발견되

었다는 증언이었다. 이제 언니가 가져갔던 지참금의 회수를 노린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동생 측에서

는 성병 병력이 있던 언니의 남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저자 루지에

로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자료들을 읽어보면 마르첼리니가 앓고 있던 병은 

매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제가 발라준 성유로 상처가 나았다는 부분은 

매독증상의 일시적 완화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한 사건을 두고 어

떻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 미시사적 접

근이다. 흥미로운 의학적 미스테리의 배후에 존재하던 당대의 풍부한 문화, 

의학과 비학의 모호한 경계와 전근대 의료의 복잡성(complexity)을 잘 보여

준 연구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 사회문화사의 거장 데이비드 크레시(David Cressy)

의 『튜더-스튜어트 영국에서의 모방과 위반(Travesties and Transgressions in 

Tudor and Stuart England)』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저작이다(Cressy, 2000). 

이 연구는 그동안 이상하리만치 의사학 분야에서 언급되지 않아왔는데, 사실 

온전히 의사학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미시사적 서술이다. 크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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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17세기 영국에서 목격된 섹스, 폭력, 신앙, 무지, 출산과 사망을 둘러싼 

신기한 에피소드 15개를 들려준다. 먼저 1569년 레스터셔에 살던 보우커라는 

하녀가 고양이를 출산했다는 논란이 눈에 띈다. 보우커 자신은 물론, 산실에 

입회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낳은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그 고양이 그

림이 그려진 팸플릿이 유포되기도 했다. 그 지역의 성직자와 관리들의 속을 

썩인 이 문제는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밀원에까지 보고되었다. 저자는 이 

신기한 사안이 점점 더 정교한 스토리로 진화해 가는 과정을 현란하게 드러

내 보인다. 추밀원은 런던 주교에게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임하고, 주교는 고

양이 출산 자체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으나 그토록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만큼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는 모른다고 결론지었다. 

근대 이전 유럽의 의학은 이종교배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개나 고양이, 심

지어 돼지나 두꺼비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18세기 까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

었다. 괴물이나 심각한 기형아를 낳았다는 소문은 16-17세기 팸플릿에서 많

이 다루어지던 주제였고 그런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당시 

의학담론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태아의 출현을 체액이론에 근거한 부조화

나 생리중의 성교가 불러온 부작용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신이 

잉글랜드에 내린 경고나 형벌로 풀이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의학담론과 종

교담론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었고, 서로 경계를 넘나들

었다. 앞에서 살펴본 루지에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당시 의학적 현상이 종

교,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크레시는 에섹스에 살았던 임신중절술의 달인 한 명을 소개하기도 한다. 

본래 방직공이었던 이 돌팔이 의사는 유사의료행위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

었다. 그의 치료법이란 부적, 불, 피 등을 사용한 전통적인 엑소시즘적 성격

을 띤 것이었다. 이 남자는 결국 영아살해 등의 죄목으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의 심문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산, 난산과 영아살해 등 근대 초 영국의 산실

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준다. 한편, 어떤 주정뱅이 

산파에 대한 고발사건은 당시 사회에서 산파에게 기대했던 자격이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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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다. 이 산파는 알콜중독증과 성적 

방탕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은 그녀가 정식 자격증을 가진 

산파였는지, 산파보조에 불과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즉 

이 재판은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

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왕이 허가한 의사면허가 등장하고, 전통

적인 산파의 영역을 남성 내과의가 침범해가며, 산파를 마녀로 몰아 처형하

곤 하던 이 시기에 아직도 공동체에서 산파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

여주는 귀중한 사례다.

이 시대에는 남성이 산실에 들어가는 것이 심지어 의사인 경우에도 금기

시된 일이었다. 1522년 함부르크의 한 남성의사는 출산장면을 보기 위해 

여성으로 가장한 채 산실에 들어간 사실이 발각되어 처형당했을 정도였다

(Tucker, 1974: 238). 그런데 크레시는 1633년 한 젊은 하인이 여자로 변장한 

채 산실에 들어간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을 심의한 옥스퍼드의 주교법정에

서는 산파와 그녀의 딸, 그리고 하인과 동네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증언을 내

놓고 있었다. 한편 법정 바깥과 출판물의 세계에서는 복장도착(크로스드레

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여기서 저자는 근대 초 영국에서 심

심치 않게 복장도착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남장여자 혹은 여장남자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이 종교적 혼란기에 신성

에 도전하는 일종의 도발이었는지 혹은 젠더경계를 뒤흔드는 시위였는지, 아

니면 그저 무해한 재미였는지 궁금해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미시사적 연구

답게 그 원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려 있다. 

크레시는 이 저작이 전통적인 역사학적 접근이 아닌, “창의적으로 듣는 작

업(a project of creative listening)”이라고 말한다(Cressy, 2000: 1). 사회와 문

화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범례를 찾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의 바다 속

에 스스로를 담그고자 했다”는 것이다(Cressy, 2000: 2). 이 방식은 과거 사람

들의 제각각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자 하는 미시사적 방법론을 충실하

게 적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례들, 



SUL Heasim : The Theory and Trend of Microhistory: History of Medicine

│ 醫史學338

혹은 너무 독특해서 법정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들은 미시사가들이 ‘이례적 정

상(eccezionalmente normale)’이라고 부른 사례들로 볼 수 있다.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당시 정상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단지 ‘드문 기록일 뿐

인 것’이다. 크레시는 “이런 독특한 사례들과 비정상적인 현상들에서 근대 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

고 있다(Cressy, 2000: 9). 

크레시의 저서와 같은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어느 평범한 의사의 재판

(Trials of an Ordinary Doctor)』(Cook, 1994)은 의사학 분야에서 이미 널

리 알려진 빼어난 성과물이다. 1694년 런던에서 활동하던 네덜란드 내과의

사 요하네스 그뢰네벨트(Joannes Groenevelt)가 의료과실죄로 의사협회(the 

College of Physicians)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롤드 쿡(Harold J Cook)

은 이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17세기 후반 런던 의료계의 상황, 분쟁과 경쟁관

계를 세세하게 파헤쳐간다. 책의 초반부에서는 그뢰네벨트의 고향 데벤테르

(Deventer)에서의 성장과정으로부터 레이덴과 유트레이트에서 받은 의학교

육, 담석치료에 전문성과 입지를 다져가던 상황, 결국 더 큰 시장 런던으로 이

주하는 여정이 그려진다. 여기서 저자 쿡은 그뢰네벨트가 담석제거를 위해 

고안해 낸 독특한 방법들이 유럽의학의 어떤 전통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전

문적으로 풀어내 보인다. 

런던으로 이주한 그뢰네벨트는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를 겸하는 환자친화적인 진료를 펼쳤는가 하면, 자

신의 이름을 알리려 팸플릿을 발행하고 고급인맥을 쌓으려 왕립학회와도 교

류했다. 그런 그의 움직임은 당시 의사면허증을 발급하고 의료시장을 관장하

던 의사협회의 주목을 끌게 된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압박을 받

은 뒤 그뢰네벨트는 결국 영국에서 정식으로 면허를 획득한다. 이후 그는 계

속해서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의 의료를 펼쳐나갔다. 영국역사상 최초로 

“리포지토리(the repository)”라고 불린 협업병원을 운영했는가 하면, 환자가 

긴 질문지에 자신의 증상을 적어 보내면 의사가 회신하는 방식의 책자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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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이런 첨단의 방식은 보수적인 협회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결

국 한 여성환자의 외음부 질환에 칸타리스(cantharis, Spanish flies, 가룃과 

곤충)를 처방한 사례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협회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

던 일부 의사들과 약제사 등 그뢰네벨트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대부분의 환자를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쿡은 이 외국인 의사가 겪은 일련의 시련을 의학적 혁신과 당시 극도로 혼

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맥락을 통해 해석해 낸다. 그뢰네벨트

와 가까운 동료들은 새롭고도 실험적인 철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로, “

새로운 의학적 질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Cook, 1994: xv)”는 것이다. 이

들은 기성 의사들과 달리 과학과 의학, 의학과 외과술, 약제학 사이의 구분 짓

기에 집착하지 않았다. 한편 전통적으로 왕과 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점

적 지위를 누려온 의사협회는 17세기 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그 위상이 흔

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은 좀 더 자본주의이고 시장지향

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들이 완화되기를 열망했다. 이런 맥

락에서 그뢰네벨트 재판은 본질적으로 치료법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가 명성과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보여준 일종의 시범사례였다

는 것이다. 

네덜란드어에 능통한 저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두 

나라 사이에 오갔던 지적교류의 연결망을 복원해낸다. 또한 ‘이방인’ 그뢰네

벨트가 런던이라는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난관들과 근대 

초 영국 내 의료시장의 경쟁관계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여기서 쿡은 그뢰네

벨트가 ‘소수자’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저작이 미시사라고 호소한다. 크레시

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의 스토리가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삶

과 태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들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Cook, 

1994: xvii, 23). 하지만 이 수작을 과연 미시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

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다른 미시사처럼 가독성이 높고, 몰입을 끌어내

는 내러티브를 지닌, 넓은 함의를 지닌 작품(Slack, 1997: 204)”이라고 평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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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있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연구일 뿐이라고 규정

한 학자도 있다(Hunter, 1995: 298). 그런데 아니타 구에리니(Anita Guerrini)

는 이 책은 ‘단지 17세기 의사의 삶에 대해 세밀한 묘사를 제공할 뿐’이며, “

전혀 미시적이지 않다(Guerrini, 1995: 1565)”고 단언한다. 이 부분은 좀 자세

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시사”의 목적은 한 가지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계관을 보

려는 것이다. 쿡은 대신 한 가지 사건-이 네덜란드 의사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 고발-을 이 의사의 삶에 대한 자세한 연구의 기반으로 

삼는데 이용했을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전기(biography)

로, 보통 전기라는 장르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므로 뭔가 다른 것

으로 위장했음에 틀림없다(Guerrini, 1995: 1565).

구에리니는 이 책이 네덜란드의 의학의 상황이나 주인공 고향의 역사를 앵

글로-색슨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구구절절 묘사하지만 정작 그뢰네벨트 

스스로의 이야기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는 사실 정치적으로 아주 작은 영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었

는데, 마치 1690년대 영국 정치사의 소용돌이의 핵심적 요소인 것처럼 과장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Guerrini, 1995: 1565).

   메리 피셀(Mary E. Fissell) 역시 『어느 평범한 의사의 재판』이 “의사학자

에 의해 미시사 방법이 분명하게 적용된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 독자들

에게는 전혀 미시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Fissell, 

2004: 372). 이 평범한 의사에게는 일기도, 사적인 편지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의 내면세계를 충분히 조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긴즈부

르그가 『치즈와 구더기』에서 방앗간 주인의 이단 심문을 통해 드러내 보인 그

런 개인적이고도 기괴한 증언이나 상상력이 가미된 독특한 세계관을 전혀 보

여주지 못해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Fissell, 2004: 372). 필자가 보

기에도 이 연구는 ‘비주류’이자 ‘소수자’였던 의사의 시련을 주목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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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분히 미시사적 요소를 띨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의료시장이라는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단지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냈다는 측면에서 거시

사에 가깝다. 특히 그뢰네벨트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묘사는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의 거시사적 프레임인 장기지속의 구조를 연상시키며, 영

국과 네덜란드 두 국가에 대한 비교는 전통적인 국가사의 테제가 다뤄온 내용

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미시사가 지닌 저항성 혹은 전복성은 종종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현되기도 했다. 미시사가 전유하는 페미니즘적 문제의식

은 단순히 거시/남성중심적 역사기술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

안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구조에 대한 이해

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기획이 충실하게 실현된 예가 바

로 『산파일기(A Midwife's Tale)』다(울리히, 2008). 로렐 대처 울리히(Laurel 

Thatcher Ulrich)는 미국 메사추세츠에 살았던 산파 마서 무어 밸러드(Martha 

Moore Ballard)가 27여 년 동안 작성한 일기를 토대로 18세기 미국의 작은 마

을의 삶을 재구성했다. 1734년 메사추세츠 주의 옥스퍼드 마을에서 태어난 

밸러드는 결혼 후 할로웰 마을에서 산파로 일하며 평생 1,000명에 가까운 아

기를 받았다. 밸라드는 출산 중에는 한 번도 산모를 잃지 않았고, 산욕기에 죽

은 환자도 5명밖에 되지 않았던, 매우 솜씨 좋은 산파였다.

이 일기는 기존의 의사학 연구가 말해주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준다. 오늘날 ‘사회치료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작은 마을의 산파가 관

장했던 의료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와 같은 문제들 말이다. 밸러드는 기본

적으로 아기도 받을 줄 알았지만, 고약과 시럽, 환약, 차, 연고도 만들 줄 알았

고 유제(油劑)를 조제하고, 상처에 찜질약을 붙이고, 화상을 치료하고 붕대를 

감았다. 뿐만 아니라 인후염, 이질, 동상, 홍역, 복통, 무도병, 감기와 백일해, 

습진, 가려움증을 치료했으며 설구착증(舌拘着症)이 있는 아기의 혀를 자르

고, 관장을 하고, 종기가 생긴 유방을 랜싯으로 절개하고, 물집이 생기게 하는 

발포제나 허리를 다스리는 고약을 바르고, 토하게 하고, 지혈을 하고, 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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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고 치통을 달랬다(울리히, 2008: 27).

그렇기에 이 작은 마을에서 밸러드는 산파였지만 산파 이상이었다. 저자 

울리히는 “20세기의 눈으로 보자면, 마서는 산파이면서 동시에 간호사, 의사, 

장의사, 약사, 자상한 아내였다. 그리고 자기 읍의 의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한다(울리히, 2008: 58). 밸러드는 시신의 염을 했을 뿐만 아

니라 해부에도 참여했고, 무료로 검시도 했다. 밸러드가 기록하고 있는 해부

의 장면은 초기 미국 해부의 역사에서 아주 드문 기록이며, 특히 여성이 남겼

다는 점에서 더욱 귀중한 사료다.

밸러드의 일기는 자신의 일 이외에도 가족의 불화, 채무로 인한 투옥 같은 

공적인 일 뒤에 벌어진 사적 갈등, 나아가 우울한 말년의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의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를 한눈에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미 합중국 초기의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영국으

로부터 유래한 전통적 가치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도 보여

준다. 의료의 영역에서 보자면, 밸러드는 오랜 영국적 경험에 기대어 민간 전

승적 약초를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 점성술도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줌이나 

고양이 피가 지녔다는 주술적 치료의 힘도 믿었다.

밸러드가 남긴 기록에서는 의학서를 읽었다는 구절을 발견할 수 없다. 울

리히는 밸러드가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자’였다

고 평가한다(울리히, 2008: 73). 그런데 정식교육을 받지 않은 이 산파의 기록

을 통해 울리히는 오히려 오늘날 의사학 연구가 지닌 맹점을 비판한다. 성홍

열에 대한 밸러드의 기록은 전염병이 진전/확산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곤 하

는 의사학자들의 자료와는 달리,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사

실을 보여주며(울리히, 2008: 64), 숙련된 산파로서 밸러드는 의학 교과서에 

기술된 적이 없는, 산통 자체를 구별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다. 이 산파는 한 번도 출산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한 적

이 없었고(울리히, 2008: 214),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궁

문의 확장과 후산의 배출에 대해서는 종종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설혜심 : 미시사 연구의 이론과 동향: 의사학의 시각

제24권 제2호(통권 제50호) 325-354, 2015년 8월 │343

여기서 울리히는 진통의 3단계를 구분하던 밸러드의 방식을 통해 주류의

학과는 전혀 다른 산실에서의 실제적 분만과정을 되살려낸다. 밸러드는 흔

히 알려진 진통의 3단계, 즉 “쿡쿡 쑤시는 진통 또는 예비진통,” “떠밀어내는 

진통,” “으르렁거리는 진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출산의 단계를 돌볼 사람

으로 누구를 불러오는가에 따라 구분했다(울리히, 2008: 223). 처음에는 산

파, 두 번째는 이웃에 사는 여자들을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산후 조리할 사람

을 불렀다. 출산의 전체 절차는 산모가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는 것이었

다. 이것은 밸러드의 세계에서 출산이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었음을 드러낸 보인 탁월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김효진, 2008: 194).

당시 의학계에서는 산파를 배제하고 남성의사로 하여금 출산을 전담케 해

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었다. 남성의사들이 내놓은 의학담론은 출산을 

둘러싼 의료행위에서 어떤 여성의 존재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주류담론에 

기대어 보면 이제 의사가 산파를 완전히 대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밸러

드의 일기는 최소한 할로웰이라는 마을에서의 출산에서는 여전히 산파가 절

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 의사가 이따금 출산에 참

여했지만 그들은 산파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출산에 동참한 남성 

의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밸러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심한 남자

(울리히, 2008: 217)”라는 신랄한 냉소를 남기기도 했다. 즉, 이 일기는 당시 

산실에서 “주변적인 것은 산파가 아니라 의사이다(울리히, 2008: 45)”는 사실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로웰의 명문가에서조차 의사보다 밸러드를 불렀으며, 

그들이 “파커 박사를 불렀으나 정작 로빈슨 부인이 보고싶어 하지 않아 집으

로 돌아갔다(울리히, 2008: 219)”는 기록은 남성의사들이 산파를 대체하는 과

정이 그리 간단치 않았음을 드러낸다.

밸러드의 일기는 인간의 장기에 대한 차가운 생물학적 묘사로 가득 찬 오

늘날의 의학서와 달리 출생과 사망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보여준다. 울리히

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쓴 의료의 역사는 거의 없다”며 그 독특성을 치켜세

운다(울리히, 2008: 59).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미 공화국 초기 의료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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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단면을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 재구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역사가들이 ‘사회적 관계망(social web)’이라고 부른 공동체 내 인간관계

를 밸러드와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고,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미시사의 개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3. 새로운 주제와 새롭게 읽기

앞장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의사학 분야에서 미시사의 정의에 완벽하게 들

어맞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사실 미시사는 사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비

단 의사학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생산되는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최근 일부 학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미시사를 정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다(Brown, 2003: 11-13).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시사에 꼭 들어맞는 작업에 

천착하기보다는 미시사의 제안들을 적용하여 의사학 지평의 확대를 모색하

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

는 일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의 사료일지라

도 다르게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의사학은 다른 역사분야보다 미시사적으로 접근하기에 유리한 위치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학의 대주제인 질병은 ‘국적’이 없고, 국

경을 은밀하게 넘나드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미시사가 민족국가의 경계

에서 탈피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을 고려한다면 국경을 초월하는 질

병은 미시사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

적 단위로 고찰되었던 ‘질병통제’와 같은 거대 테제에서 눈을 돌려 특정한 질

병이 발병하게 된 작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발병원인의 역사적 연원이나 

공동체 구성원들 나름의 해석과 대처법 등을 미시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질병의 확산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교류가 아닌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문제는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사적 접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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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작업은 때때로 인류학과 연계할 필요를 낳는다. 전술했듯이 미시사는 

인류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발달해 왔다. 그런데 의사학 분야에서 인류학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의학사 자리매김하기』에서 피셀은 수술 같은 행위

를 가까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의례’로 해석할 요소가 많다면서 의사학자들

이 왜 아직도 인류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

다(Fissell, 2004: 374). 여기서 피셀은 의사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인류

학적 연구로 테리 캡셀리스(Terri Kapsalis)의 『공적인 음부(Public Privates)』

(Kapsalis, 1997)를 추천한다. 『공적인 음부』는 산부인과 진료를 무대 위의 공

연과 유비하며 스펙터클과 관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산부인과학

이 여성의 몸에 대한 과학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역할을 해 왔음을 주장한다. 

사실 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는 인류학적 연구가치가 다분한 독특한 장면

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TV드라마 <하얀 거탑> 등에서 극화되었던 수술실에

서의 여러 절차들, 회진 시 의료진들의 편대이동과 같은 움직임, 해부실에서 

벌어지는 유사장례, 종종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얼차려 등은 

병원이라는 작은 세계가 바깥세상과는 다른, 특수한 메커니즘을 지닌 곳이라

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마치 봉건적 관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근

대적 군대를 연상시키고, 간간이 민속적 요소를 띤 독특한 행위들 속에는 인

류학이 천착해 온 의례적 속성이 강하게 배어 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일반 

환자나 관객에게 보여질 때의 효과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의사학은 의사가 남긴 환자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

사를 매우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의사의 기록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른 공문서와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개인(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자료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기록은 일방향

적인 공문서와는 달리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적 요소, 나아가 환자의 고백

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개인적이며, 때로는 은밀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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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이다(리처즈, 1999: 16, 18, 44).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의사는 

중세의 고해신부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 ‘의사’라는 면허를 받은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면서 개인의 고백이 교회

로부터 병원으로 옮겨졌던 측면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도 정신분석학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신체상태 뿐만 아니라 환

자를 둘러싼 인간관계며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내밀한 정보를 가장 풍부

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도언과 육영수는 정신분석학을 역

사학에 활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정도언, 2004: 42-43; 육영수, 

2001: 141-167).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묵은 질문에 대해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편지, 일기, 메모와 같은 사

료들을 재발견, 검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

은 역사 속에 드러난 참여자들의 감정상태도 역사해석에 활용하게 해 준다. 

그런데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역사적 자료로 삼을 경우, 질문자의 의도와 

형식이 일정한 규범을 배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규범을 환자에

게 강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이 문제는 미시사 서

술을 둘러싸고 종종 제기되어온 딜레마이기도 하다. 민중문화가 법정기록이

나 심문관의 기록을 통해 추출될 경우, 결국 엘리트의 언어적 재현, 메타포, 

알레고리, 기술전략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말이다(Keuhn, 1989: 

516-518). 뿐만 아니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을 빌어 말하

자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사)은 담론의 권력체계에서 발언권을 던지는 ‘권

위’를 보유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말하는 내용은 종종 당시 사회

의 권력을 의식한 말일 수 있으며, 그런 면담 자체가 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요청받는 자기규율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되살려낸다는 미시사의 명제에 근접하자면, 오히려 환자가 말

하지 않은 것, 혹은 의사의 이야기와 달리 해석한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내용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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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신의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Richard von Freiherr Kraft-

Ebing)은 1886년 『성 정신병리(Psychopathia Sexualis)』를 펴냈다(Kraft-

Ebing, 1886). 이 책에는 이른바 ‘변태적’ 행위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세심

한 분류 이외에도 환자들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이 공개한 환자

에 대한 기록, 자신의 임상기록, 그를 찾아온 환자와의 대화 내용, 그에게 발

송된 환자의 편지 등을 있는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런 반향의 핵심에는 수록된 사례들이 

보여주던 개개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탓인지 1886년 초판에 실

렸던 45개의 개별 사례는 1903년 크라프트에빙이 직접 손질한 마지막 판에서

는 238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독자들이 실

제로 자가진단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자가진단의 내용들을 통해 역사가

는 의사와의 면담이나 출판물의 일방향적인 수사에 접수되지 않은, 실제 사람

들의 성의 지형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김학이, 2013: 53-60).

전근대 사회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지식인 집단의 큰 축을 차지하며 종교

가나 정치가에 못지않게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들의 기록은 역사가들이 당

대의 주류담론에서 추출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엿보게 해 준

다. 16세기 초 프랑크푸르트에서 내과의사로 활약했던 에우카리우스 뢰슬린

(Eucharius Rösslin, c.1470~1526)은 임신과 관련된 최초의 학술서로 불린 산

파를 위한 매뉴얼, 『장미 정원(Der Rosengarten)』을 펴냈다(Rösslin, 1513). 

이 책은 여성의 자궁과 태아의 모습, 출산자세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판

을 많이 사용하여 당대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며 유

럽 전역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특하

고도 상상력이 가미된 출산보조 방법들이다. 산모에게 독초나 고추를 사용하

여 재채기를 유도하거나, 오리기름 따위로 질이나 자궁을 문지르게 하고, 아

편이나 고추, 태생초 등으로 만든 특별한 알약을 먹이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이른바 ‘정통’이라고 여겨지던 의학이 전통적이고도 미신적인 

민간요법과 모호한 경계를 취하고 있었던 역사 그 자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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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파 일기』가 보여주었듯이 그런 강력한 전통 탓에 남성의사의 전문성을 강

조하는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전통적 사회치료사를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

다. 심지어 서양의학이 확고한 위치를 확립한 오늘날에도 동종요법이나 유사

의료행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은 오

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TV에 난무하는 건강정보프로그램에는 서양의사와 더

불어 한의사, 자연치료전문가, 나름의 방식으로 불치병을 고쳤다는 사례자들

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라는 영역을 고찰할 때, 역사가는 행위

자의 영역을 좀 더 유연하게, 더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의사학의 대가 로이 포터(Roy Porter)는 『돌팔이 의사(Quacks)』를 통

해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Porter, 2000). 포터는 역사가들이 정통의

사에 대해서는 종종 영웅 취급을 했지만 돌팔이는 전혀 주목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한다(Porter, 2000: 11). 그는 18세기 영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도외시되어왔던 돌팔이들의 세계를 의료시장, 마케팅 방식, 의료행위를 둘러

싼 논란 등을 통해 풍부하게 그려내었다. 돌팔이 의사들은 일반 의사들과는 

달리 ‘치료’라는 결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을 구사했고, 그들의 영업방

식은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주술적인 의식과도 흡사했다. 일반 의사들은 돌팔

이가 의료시장을 잠식하고 엉터리 치료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이

외에도 그들의 ‘대중적 방식의 진료행위(public way of practice)’가 고상한 예

술 혹은 과학적 후광을 띤 의학 자체에 먹칠을 한다는 점에 분개했다(Porter, 

2000: 172). 이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군의 행동에 내재한 ‘구별 짓기’적 요소

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돌팔이 의사들은 수많은 비난과 규제 속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돌팔이 의료는 “일종의 사회적 필요악으로 허용되게 되었다(Porter, 2000: 

161).” 그들의 약을 원하는 대중은 언제나 존재했고, 정부의 규제는 효과적이

지 못했다. 심지어 영국정부는 돌팔이 행위 자체를 단속하기보다는 그들의 팔

던 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을 정도였다. 포터의 연구

는 유사의료행위의 생명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게 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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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세기 장터에서 구경꾼들은 돌팔이 의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홀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강장제를 구매하곤 했다. 아파서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이 

‘공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의료시장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욕망이라

는 ‘수요’와 신제품이 ‘공급’이라는 두 축을 통해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해간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신체와 의약품, 그리고 비물질적인 욕망이 

서로 뒤엉켜 변주하며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과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 <비아그라>가 출시된 후 새로운 성적 능력의 기준이 나타났다던가, 사회

적 압력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는 세태, 친구들과 단체로 마치 

놀이와도 같이 목욕탕에서 마치 눈썹문신을 받는 많은 여성들은 그 가까운 사

례들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욕망, 압력, 행위들은 거시사보다는 미시사가 훨

씬 잘 읽어낼 수 있는 주제이다.

돌팔이 의사에 대한 묵직한 연구서를 펴내고도 포터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

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돌팔이 광고전단’의 컬렉션을 언급하면서 말이다

(Porter, 2000: 12). 포터의 격려처럼,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학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료들이 있다. 그들에 눈길을 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

자. 그것이 미시사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장 본질적인 미덕이다.

색인어 :  의사학, 미시사, 거시사, 분야사, 사례연구, 산파일기, 어느 평범한 

의사의 재판, 데이비드 크레시, 로이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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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ry and Trend of Microhistory:
History of Medicine *1)

SUL Heasim ** 2)

 **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icrohistory, first developed in the 1970s, is the study of the past on a 

very small scale applying zoom-in methodology. Although microhistory 

had been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e late 1990s, there still exists much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s surrounding its nature. Microhistory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monographs which deal with petty subject, or 

from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nd from the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medicine, there are not many microhistories 

proper. Several works that claim to utilize microhistorical approach, could 

not be categorized as microhistory because they carry strong characteristics 

of macrohistory, specifically those of the disciplinary history or the case 

studies. The well known work of Harold J. Cook, Trials of an Ordinary 

Doctor, is not an exception. These studies fail to materialize the critical 

mind of microhistory that pursues to write a history from below and to 

restore the agency of obscure people. However, Guido Ruggiero’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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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 Death of Margarita Marcellini,” David Cressy’s Travesties and 

Transgressions in Tudor and Stuart England, and Laurel Thatcher Ulrich’s 

A Midwife’s Tale clearly demonstrate the attributes,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ies of microhistory. These studies well display the emphasis of 

microhistory, which reveal the complexity of early modern medicine, and 

the complicated function of individual relationships within each and every 

social setting.

Recently, some scholars begin to suggest that the rigid definition of 

microhistory should be softened, arguing that there could be various types 

of microhistory. The history of medicine has many advantage of aptly 

applying many virtues of microhistory: the de-territoriality of diseases, the 

peculiar elements of the training and practice in hospitals and medical 

schools which call for anthropological survey, an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doctor’s records that contain the confessions of the patients. Also, 

medical historians need to expand the scope of medical provider for their 

analysis, incorporating pseudo-medical doctor. The essential property of 

microhistory should be found in its request for various new subjects and 

fresh perspectives.

Keywords:  history of medicine, microhistory, macrohistory, disciplinary 

history, case study, A Midwife’s Tale, Trials of an Ordinary 

Doctor, David Cressy, Roy Por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