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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론과 개념 및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자들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인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

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실은 더 커다랗고 복잡한 사회구조에 영향받고 있

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즉 사회학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

는 경제, 문화, 이념, 권력, 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동시에 사회학은 사회구조 안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인 인간의 인식, 신념, 행

동, 관계 등에 관해 연구한다. 즉 한편으로는 특정한 구조를 갖는 사회가 내부

의 행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행위자는 어

떻게 행위하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행동이 사회구

조의 유지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 사회학이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의료사회학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콩트(Auguste Comte)가 1839년 사회학이

라는 학문의 이름을 만든 이래로 지속되어 왔다. 1849년에는 독일의 의사인 

루돌프 피르호(Rudolf Carl Virchow, 1849)가 의학을 사회과학이라 간주했

으며, 미국의 의사인 존 쇼우 빌링스(John Shaw Billings, 1897)는 공중보건

을 사회학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1894년 찰스 매킨타이어(Charles McIntire)

는 의료사회학을 다른 계급과 구분되는 의사들을 다루며, 이러한 의료 전문

직(medical profession)과 사회의 관계가 문명의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Hollingshead, 1973). 

초기 의료사회학자인 로버트 스트라우스(Robert Straus, 1957)는 의료사회

학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 ‘의료 내 사회학(sociology in medicine)’과 ‘의료의 

사회학(sociology of medicine)’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학과 이 

학문분과가 다루는 연구 대상인 의료와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냈다. 의료 내 

사회학은 의료를 학문하는 데 있어 사회적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환자의 치

료를 포함한 건강 관련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보다는 의

료적 문제가 연구의 동기가 된다. 제도적으로는 연구자들이 주로 건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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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나 기관에 종사하거나 혹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

에 응용 학문적 성격이 강하며, ‘임상 사회학(clinical sociology)’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즉 의료 내 사회학의 지향점은 사회학이 의학에 어떻게 기여할 것

인가에 있다. 사회학은 처음부터 계층/계급, 성/젠더, 정체성, 지역, 네트워크 

등이 인간의 신체, 건강, 질병, 죽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가

져왔다. 뒤르켐(Emile Durkheim, 1897)은 연대의 정도와 형태가 자살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엥겔스(Friedrich Engels, 1845)는 산업화가 노동자

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했다. 의료내 사

회학은 이러한 연구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요인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질병

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함으로써 의학이 포착하지 못한 사회적 영역을 의학 

내로 포섭하고, 의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의료의 사회학은 

의료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로 간주하기도 하고, 의료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 속에 위치하며 경제, 권력, 문화 등의 영역과 상호작용을 한

다고 간주한다. 동시에 이러한 의료라고 하는 장 안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인식, 신념, 행동, 관계를 갖는지를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즉 의료사회

학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건강 및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연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로서 의료를 다루며, 이 구조 속

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사회학은 다른 사회학 분과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사회학 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과이다. 특히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의료사회학은 가

장 큰 분과 중 하나이며, 『건강과 사회행동(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은 이 학회에서 출판하는 몇 안 되는 학술지들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학회(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도 의료사회학 분과는 가장 

크고 활발한 분과 중 하나이다. 영국사회학회에서 출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

료사회학 학술지인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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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장 크고 활발한 영국 사회학 학술지 중 하나이다.1) 이렇듯 미국과 영

국의 의료사회학은 조직, 노동, 경제, 경제, 범죄 등의 전통적인 사회학 분과

보다 상대적으로 제도적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의료 및 

보건 영역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건강을 

포함하는 삶의 질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료사회학의 학문적 그리

고 실용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의료사회학에서의 주요 개념

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의료사회학 역사 및 동향을 정리하고, 의료사회학과 의

사학의 접점 또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의료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의 통합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영미권의 의료사회학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점차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요한 의료사회학 개론서들이 번역

되면서 한국 사회학계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학, 역사학, 간호학 등 여러 학문

분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본격적으로 의료사회학이 한국 학계에 주목

을 받은 것은 한국 사회가 이전의 경제성장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건강, 웰빙과 같은 삶의 질과 의료복지제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과 관련

되어 있다.3)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의료사회학적 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했

1)  미국사회학회에서 의료사회학 분과는 “Medical Sociology Section”으로 표기하는 반면, 영
국사회학회에서 이 분과는 “Medical Sociology Group”으로 표기한다. 『건강과 사회행동』
은 미국사회학회에 의해 1966년에 발간한 반면 영국의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은 13년 후
인 1979년에야 발간 됐다. 2018년 『건강과 사회행동』은 148개의 미국 사회학 학술지에서 9
위를 차지했고, 『건강과 질환의 사회학』은 전세계 공중보건 학술지에서 10위 안에, 사회학 
관련 학술지에서는 20위 안에 들었다.

2)  본고에서 고찰하는 의사학의 기존연구는 『의사학』 학술지에 실린 의사학연구에 한정하도
록 한다. 국내 의사학연구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은 최근 김성수(2020), 박윤재(2020)에 의
해 진행된 바 있고, 이미 학문적으로 체계가 확립된 의사학연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작
업은 사회학 연구자인 필자들의 역량을 벗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는 비교대상으로
의 학술지인 『의사학』과 의학 및 의료의 역사로서의 의사학으로 구분해서 언급한다.     

3)  이 시기 번역된 대표적인 의료사회학 개론서로는 미국의 윌리엄 코커햄(William C. 
Cockerham)의 『의료사회학(Medical Sociology, 2005(아카넷))』, 미국 의료사회학에서 매
우 중요한 저작인 폴 스타(Paul Starr)의 『미국 의료의 사회사(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2012(의료정책연구소))』, 영국 의료사회학자인 사라 네틀턴
(Sarah Nettleton)의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997 
(한울아카데미))』이 있다. 또한 의료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료사회학 저서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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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의료사회학은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국내 의료사회학 연구는 ‘의료’보다는 ‘보건’에 방점을 둔 ‘보건사회학’의 개념

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근대국가 형성기 서양식 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과정에 식민국가권력 개입이 두드러졌던 한국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발전국가 시기 예방의학과 보건대학을 중심으로 ‘국민보건’이 중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4) 1997년 사회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사회학을 표방하는 

『보건과 사회과학』이 출판되기 시작했으나, 다수의 연구가 주로 의료 내 사회

학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고, 의료의 사회학은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조병희, 

2015). 그러나 1999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사파업 등을 경험한 직후인 

2000년대부터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했고, 의료사회학 연구들이 생

산되어왔다. 국내 의료사회학적 연구의 발전은 단순히 사회학계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한국의 의료사회학은 보건학, 의료인류학, 그리고 의사학 등 다른 

학문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사회학은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해서 사회현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 현상

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의료사회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개념

과 이론의 변화와 발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이다. 개념과 이론

의 발전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논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

회학의 제도 및 학계에서의 위치, 의학과의 관계, 그리고 의료 제도 및 사회의 

발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과 이론을 추적하는 것은 

동시에 의료사회학의 연구 대상인 의료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의료사회학이 형성되고 발전해온 영미권의 개

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의 『몸과 사회(The Body & Society, 2002(몸과 마음))』 역
시 국내에 번역되었다. 한편 영미권이라 할 수 있는 호주 의료사회학자인 데버러 럽턴
(Deborah Lupton)의 『의료문화의 사회학(Medicine As Culture, 2009(한울아카데미))』 
역시 국내에 번역되었다. 

4)  의료사회학의 국내 제도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들의 다른 졸고(이향아, 김재
형, 「의료사회학 연구의 흐름과 전망: 2002-2020년 국내 학술지 연구논문의 동향분석을 중
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55 (202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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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이론의 발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돌아보고, 이것이 한국 사회학계에

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5) 그리고 한국 의료사회학의 이러

한 연구 성과를 인접 학문인 의사학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의료의 인문사회

적 연구의 통합적인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의료사회학과 의료

사의 향후 협력 방안을 간단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2.  권력과 구조로서 의료(medicine)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의료

사와의 접점들

1) 의료 권력과 관련한 이론의 발전

(1) 문화와 제도로서 의료 권력 

의료사회학의 이론적 발전에는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 1951)의 역

할이 크다. 파슨스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신의 구조기능주의적 관심에서 근대 

의학을 분석했다. 그는 질환을 단순히 생물학적 장애가 아니라 아픈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일탈(deviance)로 정의함으로

써, 생물학적 범주에 있던 질환을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의료를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영역에서 일탈을 제거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위

치지었다. 한편 의료 내에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회적 역할 외에, 의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수행자로 사회

의 각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의료의 규범적 역할을 파슨스는 

‘환자 역할(sick rol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아

프면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문화

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6) 이로써 사회학 내에서 아픔과 의료는 생물학적 영

5)  물론, 영미 의료사회학의 이론적 발전과 흐름이 국내 의료사회학의 발전과 등치되지 않는
다. 국내 의료사회학은 국내적 상황과 특수성, 예컨대 식민지 경험과 군사독재 경험 등의 
자장에서 발전해왔음은 명백하다. 다만, 본 고에서 언급한 영미의료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주제가 국내적 상황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6)  환자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는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과 책임을 면
제 받는다. 둘째, 환자는 스스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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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이동했고, 의료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

범으로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각 개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1960년대 이후 파슨스의 의료에 대한 분석은 여러 학자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기도 하고,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중 엘리엇 프라이드슨

(Eliot Freidson)은 파슨스의 논의 중 의료 전문직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Halpern & Anspach, 1993).7) 프라이드슨은 전문직의 가장 큰 특징을 자신

의 노동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 등 의료 내 다른 전문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라 보았다(Freidson, 1970). 그는 의료 전문

직이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

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스스로 조직화하고 엘리트와 대중을 설득하여, 그 특

권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파슨스가 설명하지 

못한 의료가 문화적 권위를 획득하게 된 이유를 제시했다. 프라이드슨이 제시

한 의료전문직의 특권에 대한 주장은 폴 스타(Paul Starr, 1982)가 수행한 미

국 의료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스타는 미

국에서 의사의 권위와 특권은 다양한 치료 집단과의 투쟁의 결과 획득한 것이

고, 이러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사 집단은 지속해서 엘리트 및 일반 대

중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국내에서는 의료사회학 선구자인 조병희(1989, 1992)가 한국의 의료전문

직에 대해 연구했다. 조병희는 스타 등의 역사적 설명 방식을 가져와 식민지 

경험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제도가 발전되는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의료자본 

축적과 재생산 기반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이익단체로서 의사 집단

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현지(2002) 역시 한의사의 전

문직의 지위 및 영향력 역시 자신의 의료지식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암묵적) 허락하에 자본축적에 몰입하는 

한다. 셋째, 환자는 최대한 빨리 치료되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넷째, 치료받기 위하여 기
술적으로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arsons, 1975). 

7)  엘리엇 프라이드슨은 의료 전문가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이후 법률, 교육 등 전문가 일반
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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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전문직의 특성은 의사의 사회적 권위가 점점 약화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작동했다. 의료(집단)와 사회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의료(집단)의 국

가와의 관계로 연구 대상을 확장했던 미국 의료사회학과 달리 한국에서는 처

음부터 국가가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주목받았다. 이것은 근대 의료가 도입

되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사 집단의 역할보다 정치엘리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사회학계에서 의료 및 의료전문가

의 역할과 성격, 영향력과 관련한 연구는 주요 변수인 국가와 법, 제도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사학에서는 의사 집단에 관한 연구가 의료사회학보다는 늦었지만 풍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사회학이 근대적 직업군으로서 의사를 다룬 

연구에 집중했다면 의사학에서는 근대적 의사뿐만 아니라 의관, 의생, 한의사 

등 전문직으로서 여러 형태의 의사 전문직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방법론

적으로는 의사 개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의료나 의사 집단의 전체 모습

을 그리려 시도한 것이 의료사회학과의 차별점이다(최규진 외, 2009; 최규진; 

2016; 신미영, 2017; 오재근, 2019; 신영전·정일영, 2019). 또한, 집단으로서 

의사의 성격에 관한 연구로서 18세기 기술직 중인이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이기복, 2013),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의약업

의 변화와 개업의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이흥기, 2010), 일제강점기 엘리트

층으로서 의사되기에 관한 연구(김근배, 2014) 등이 있었다. 

(2) 자본주의와 의료 권력

의료 전문직의 권위에 관한 의료사회학 연구는 1970년대까지 주로 환자와 

의사 관계에 한정되어서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자

와 의사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와 국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

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의료사회학자인 비센테 나바

로(Vicente Navarro, 1980)는 그동안 의료사회학자들이 미국의 건강 관리 시

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계급 갈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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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는 경제, 정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의학의 영역에서도 계급 불평

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과학적 의학 자

체가 자본의 이익에 맞게 형성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스타(Starr, 1982)는 

미국에서 의학이 강력한 권위를 획득하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설득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스타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변수로는 의학이라는 문화적 힘이 대중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Navarro, 1984)는 미국 대중이 의료라고 하는 이념적 가

치와 신념을 모두 공유한다는 스타의 가정을 비판했다. 즉 미국의 의료에 내

재해 있는 계급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반대 그리고 계급 갈등이 계속 존재했

으나, 부르주아 엘리트에게 맞지 않은 주장은 억압되었거나 배제되었다는 것

이다. 나바로의 의료 내 자본주의의 영향에 대한 비판은 이후 의사와 의료의 

성격 논쟁으로 이어진다. 하워드 웨이츠킨(Howard Waitzkin, 1989)은 1980

년대 미국의 건강 기구들과 의료 시스템에서 미국의 정치경제 일반에 발생

한 것과 같은 계급 지배 패턴이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의

료는 이데올로기로서 다음과 같이 계급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첫째, 건

강과 신체를 인식하는 기계적 패러다임은 기술 의존적 개입을 정당화하며 질

병의 원인이 환경이나 사회적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소외시킨다. 둘째, 의료

화(medicalization)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료의 통제하에 위치시킴으로써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난해한 형식의 의

학 지식으로 인해 의과학은 전문가의 정책 결정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

도록 한다. 

한국 사회학계에서 자본주의가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제도와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지원·백승욱

(2012)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수용하여 자신의 ‘리스크’

를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1997년 금융위기를 헤쳐나갔으며, 이것이 

보험회사라는 자본과 의료계, 그리고 국가가 함께 형성하는 의료권력의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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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또는 ‘성장동맹(growth machine)’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에 의

한 의료복지제도 제도의 성격 변화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시

대에 여성의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김주희, 

2016).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자본축적은 비단 보험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성매매산업이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매매산업은 성매매방지법에 맞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부상과 더불어 

성형산업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몸을 대출의 담보로 변화시킴으로써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성매매 경제의 

외연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의사학계에서도 의료 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자본주의 문제와 결부시

킨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약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 건국초 구축된 국가에 의한 대민의료

제도가 중후기부터 그 기능을 상실해가는 동안 민간 의료는 빠르게 발달되었

고, 약재 유통망 등의 약산업은 점차 사적 약재상들이 담당하게 되어 약의 상

품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김성수, 2009). 양정필(2006, 2011)은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환경과 인삼의 판매 활동 연구를 통해 약의 상품화 과정을 고

찰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양약 및 한약 산업의 발달 연구로 이어졌다(Huang, 

2020). 신규환(2015)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제약산업이 발전하게 된 원동

력으로 한편으로 중요 의약품 생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었고, 다른 한편

으로는 비타민, 자양강장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소비가 있었음

을 보여주었다. 즉 제약산업의 성장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제도

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 의약품의 생산, 소비, 유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다. 국내 의료사회학, 의사학에서 자본주의 및 시장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자본주의 및 시장의 역할에 주목해가고 있다. 의료사회학에서 특히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약산업에 대한 논의가 『의사학』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점이 고무적이며, 조만간 두 학제 간의 협력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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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2) 의사 권력의 약화와 의료의 사회적 지배의 강화

(1) 비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와 노동자화(proletariatization)

미국 사회에서 강력했던 의사의 권위는 1970년대부터 비판에 직면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부터는 쇠퇴하는 듯 보였다. 의사 권력에 관한 기존 이

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의사 권위의 쇠퇴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마리에 하우그(Marie Haug, 1988)는 의사의 자율성은 지

식의 독점에서 나오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진단 및 정보 저장 등의 

능력이 의사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서 의사 집단이 더는 의학 지식의 생산

과 사용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우그는 당시 IT의 발전으로 

환자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

다. 또한 점차 의료 소비자, 건강 행위자로서 일반 환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서,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과거의 것이 되었으며, 일반인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비의료전문가가 병원 심사위원회에 들

어가고 의사가 관료적 제약을 받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강관리기구(HMO) 

등이 발전하면서 의사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하우그는 1980년대 의사 지

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비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라고 개념화했다. 

한편 의사의 지위 약화는 기술의 발전이나 환자 및 일반인의 성장 외에 의

료 체계에 대한 관료제의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기

도 했다. 존 멕켄레이(John B. McKinlay, 1988)는 의료 체계의 효율화가 의

사의 업무 내용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의사의 노동자화(proletariatization)

로 이어졌다 주장했다. 1970년대부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의료비용의 상승을 

줄이기 위하여 포괄수가제(DRG)가 메디케어(Medicare)에 도입 되면서 관료

에 의한 의사의 통제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숙련된 비의사 전문가 집단이 발

전해 의사의 감독 없이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공급 과잉으로 많은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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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감독을 받으며 건강관리기구(HMO) 등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당시 미국에서는 의사들의 노조화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렇게 효율성

을 추구하는 건강 관료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의사의 자율성과 임금이 낮아지

는 현상을 멕켄레이는 의사의 노동자화라고 개념화했다. 

의사 권력의 약화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중반에 재개되는데 먼저 프라이

드슨(Freidson, 1994)은 비전문화 주장(Haug, 1988)이 의료 전문가의 자율

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라이드슨은 의료 제도의 관료화 경향에서

도 의사들은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축소되었을 수는 있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바로(Navarro, 1994)는 노동자화 개념 자체에 

대해 비판했는데 의사의 자율성과 역할이 변화했지만 사회에서의 의료가 갖

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료사회

학은 의사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의료 환경

의 변화를 설명하려 노력했다(Hafferty & Light, 1995). 한편 도널드 라이트

(Donald Light, 1993)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있지만, 의료 주권

(medical sovereignty)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에 대한 관료의 

통제에 맞서 의사들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시장화 과정에서 의사의 영향력은 병원에서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 의사의 비전문직화 현상은 박종연(1993)에 의하여 처음으로 연

구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의 발전과 함께 의사의 자율성이 점차 국가에 포

섭되어 의사 집단은 점차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해가게 되었으며, 동시

에 환자 권리의 강조와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로 의사의 권위 역시 

약화되는 비전문직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박종연의 연구는 비전문

직화에 있어 기술의 발전과 의료체계의 효율성 또는 의료계의 거대자본의 역

할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변진옥과 이혜

재(2019)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가 의료기관의 통제에 종속되어 가면서 약사 

집단의 자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노동자화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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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사 공급이 국가와 의사단체의 협의 

속에서 결정되어 과잉 경쟁이 미연에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

교적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의사학의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의료전문직을 둘러싼 여러 개념들은 앞으로 의사학에서 집단으로서 의사를 

연구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화(medicalization)

미국과 영국 의료사회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료화(medicalization)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료화란 전통적으로 비의료적 영역으로 인식

되었던 삶의 여러 부분이 의료 용어로 정의되고 다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Conrad & Schneider, 1980). 의료화라는 개념은 질병이란 본질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의료는 문화적 규범으로서 사회의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파

슨스(1951)의 주장을 확장시켜 피터 콘라드(Peter Conrad)와 조셉 쉬네이더

(Joseph Schneider)는 의료가 단지 질병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

이 아니라, 질병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삶의 여러 부분에 자신의 영향력

을 확장시키고 있는 현상을 포착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출산은 질병이 아

닌 삶의 궤적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처럼 취급

받고 산모는 환자 대우를 받는다(Graham & Oakley, 1986). 

또한 삶의 한 과정인 노화 역시 질병화 되었다(Estes & Binney, 1989). 의

학적 문제로서 노화의 사회적 구성은 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질병으

로 노화를 정의한다. 그리고 질병을 중심으로 재정의된 노화라는 자연적 과정

은 비정상적이며 병리학적이며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변형된다. 이

러한 노화의 의료화에는 네 가지 요소가 개입하는데 첫째, 오랫동안 소외되었

던 노인학이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적 로비를 했고, 다른 의학 

분야에 노인병을 결합함으로써 치료 기술을 발전시켰다. 둘째, 노인학의 발

전으로 노화에 대한 전문지식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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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노화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 노화관리국(U.S. Administration on Aging) 

모두 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생의료적, 임상적 연구에 지원하는 대신 사회

과학적 연구는 소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의학적 노화 지식에 노출된 일반 

대중은 노화와 관련하여 더욱 의료에 의존하게 되고 비타민, 항노화 상품 등 

노화와 관련된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게 되었다. 즉 도널드 라이트(Donald 

Light, 1993)가 지적한 대로 의사의 영향력은 감소했을지라도 의료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의료화 개념은 특히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일탈(deviance) 집단에 대한 과

도한 의료적 통제를 비판하는데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Renee Fox, 2001). 

예를 들어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의료화와 관련된 연구에 근거하여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동성애는 정신질환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이것은 르네 폭스(Renee Fox, 2001)가 탈의료화

(demedicalization)라고 부르는 사례이기도 하다. 즉 의료화에 저항하는 일

반인이 증가하고, 비전문가가 의료영역에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떠

한 영역에서는 의료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

은 항상 의료화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의료화의 진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질환으로 인정

받지 못했던 성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를 겪는 일반인 집

단은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질환의 의료화를 주도

했다(Conrad, 2007). 또한 많은 일반인이 의료라는 시장의 소비자로서 더 많

은 의료 상품을 욕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료화를 추동한다. 이러한 점

에서 시장과 자본주의 역시 의료화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결과적으로 한 사회

에서 의료화와 탈의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사회학계에서 의료화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자 연구 대

상이다. 특히 인구의 재생산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여성의 몸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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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의료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은경(2005)은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을 

매개로 여성의 몸을 의료화하여 인구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고 주

장했다. 한편 성형산업이 확장되면서 여성의 몸은 다시 한번 의료화의 대상

이 되었다. 사회 내 경쟁의 심화로 강화되는 여성의 더 나은 외모에 대한 욕망

은 외모와 노화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여

성의 몸은 성형수술의 대상이 된다(임인숙, 2002; 2010). 외모와 관련된 젊은 

여성의 몸의 의료화는 점차 성별과 연령대의 구분을 넘어 확장되었고(임인

숙, 2015), 온라인 의료성형광고는 성의 의료화를 촉진하기도 했다(김정선·

김민경, 2020).  한편 생애 과정 중 하나였던 죽음과 장례 역시 점차 의료화 및 

상품화되어가고 있다(박경숙·서이종, 2015). 죽음과 더불어 자살 역시 경찰 

및 행정 업무에 서 최근에는 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정승화, 2019). 

사회학계에서 의료화라는 개념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

해, 『의사학』에서 이 개념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소수의 의사학 연구자들이 

점차 의료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80년대 

보편화되기 시작한 의료화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고려 및 조선전기 의료사 

연구자가 의사학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록(2013)은 

고려와 조선전기 중풍에 대한 의료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백성의 

특정한 신체적 증상이 점차 질병으로 인식되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의

료화로 개념화했다. 하지만 의료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의사학에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의사학에서 이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료화가 의미하는 현상에 주목했

다. 예를 들어 임지연(2017)은 의료화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

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현대 정신의학이 점차 한국 사회에 제도화되는 

과정 중에 대중이 점차 자신의 문제를 정신의학의 용어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사회문제 역시 의학적 용어로 정의하기 시작하는 의

료화 현상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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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불평등

1980년대 레이건(Donald Reagan) 행정부 시기, 미국의 보수화와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의료제도 내에서의 건강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었다

(Bloom, 2002; Cockerham, 2004).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영미권 의료

사회학이 의사 권력 또는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점차 건강 불평등

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존재라는 인식

이 의료사회학계 내에서 점차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Link & Phelan, 1995; 

Ginsburg & Rapp, 1995; Farmer, 1999; Robert & House, 2000; Gershman 

& Irwin, 2000; Thompson, 2005; Lutfey & Freese, 2005; Labonte & 

Schrecker, 2007; Phelan, Link, Tehranifar, 2010). 스테파니 로버트와 제임

스 하우스(Stephanie A. Robert & James S. House, 2000)는 사회경제적 지

위가 미국 사회의 계층화된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

도 불구하고, 미국 학계는 건강불평등을 접근하면서 주체가 처한 사회경제적 

기반보다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장애(health disparities)라는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영구 소득, 교육, 인종, 연령, 젠더가 동시에 고려되어 지

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절시먼과 알렉 어윈(John Gershman & Alec Irwin, 2000)은 미국의 건

강 불평등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의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지구적 관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 조건의 약화는 전지구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한편 건

강 불평등은 의료화와 가부장제적 질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확산

과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채리스 톰슨(Charis Thompson, 2005)은 계

층별로 출산의 과정과 내용, 결과가 다르다는 계층화된 재생산(Ginsburg & 

Rapp, 1995) 개념을 보조재생산기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난임클리닉에서 여성은 지시에 잘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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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자”가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

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갖추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자원을 갖추

지 못한 여성 집단은 이미 난임 클리닉의 보조재생산기술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 나아가 생물학에 기반한 보조재생산기술을 통하여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

산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생물학적 계층화된다. 톰슨(2005)은 이 보조재생

산기술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가 “민주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펠란, 브루스 링크, 파리사 테라니파(Jo C. Phelan, Bruce G. Link, 

Parisa Tehranifar, 2010)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에 

위험(risk)의 개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행태와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자원(지식, 돈, 권력, 명성, 사회

네트워크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

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

가 건강 위험과 관련되는 데 왜냐면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스

트레스 노출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예방에 소외되고 영양이 부족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은 사회경

제적 자원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의 회피를 개인에게 맡기기보

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자원이 건강개선책에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 보건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젠더, 인종, 그리고 계급의 상호교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Sayer, 

2015; Bartley, 2017; Scambler, 2018; Scambler & Scambler, 2015; Budoki 

& Goldthorpe, 2019).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경제위기 이

후인 199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을 

경험한 뒤,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문창진, 1998; 이미

숙, 1998)가 등장하였고, 이미숙(2005)이 학력, 직업, 주거지역(농어촌과 도

시) 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에 따른 한국 성인의 건강 불평등의 실상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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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으로 증명한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한 이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

강 불평등의 문제는 지역사회(김형용 2010; 강혜원, 조영태 2007), 젠더(공선

영, 2006; 문다슬·정혜주, 2018), 연령(김진영, 2007; 이미숙, 2009; 계봉오, 

2015), 교육(김진영 외, 2013; 김진영, 2019) 고용상태(김진영 외, 2012; 정혜

주, 2011), 아동기(김소영, 김예성, 2017)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최

근 건강 불평등 논의는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가 사회구조적으로 받게 되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등장했다. 

성적 소수자의 건강(손인서 외, 2017; 이혜민 외, 2014)과 해외 이주민의 건강

(박상희, 2016)에 관한 연구도 있다. 윤인진(2007)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적 박탈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건강의 상태가 경제적 적응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불평등 문제가 생활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한편, 『의사학』에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식민지기 인종 및 민족 차별 연구

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 대체로 식민권력에 의한 인종적, 식민지적 착취와 통

제의 수단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식민지적 차별에 초점을 맞

추었다. 신규환(2009)은 1927년 영흥과 해남지역에서 발발한 에메틴 중독사

건을 조명하며, 질병 통제를 구실로 식민지 권력의 피식민지인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있었음을 밝혔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조선인 희생이 뒤따른 식민

지적 불평등의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김영수(2014)는 식민지 인천에서 이루

어진 해항 방역을 고찰하면서, 당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일

환으로 방역이 집중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인종적, 식민지적 차별에 의한 방

역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김재형(2019a; 2019b)과 서기재(2017)는 식민지

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식민권력의 차별적 통제를 분석하고 있다. 일제의 불

평등한 의료대책은 조선인 정신병자에 대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이

방현, 2013). 정준영(2012)은 혈액형 분류가 일제의 인종주의 정책의 일환으

로 전유된 사례를 짚어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의 

문제, 예컨대 소득, 지역, 성별, 세대 등의 불평등 문제를 포착한다면, 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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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환자 경험 및 지식, 행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의료사와의 접

점들

1) 질병의 주관적 경험 연구

(1) 환자의 주체성(subjectivity) 강조

파슨스(Parsons, 1951)의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한 환자역할 이론이 등장한 

후 이 이론의 정합성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저항은 상징적 상호

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의 전통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상징적 상호주

의자인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1963)은 질환에 대한 의료적 정의보다

는 질환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과 정체성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

프만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

회구조가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정의 내

리고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는 정신의학은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그들을 환

자로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들을 일

탈로 낙인찍는 정상성(normality)을 생산하는 의학과 의학지식이었다. 프레

드 데이비스(Fred Davis, 1963) 역시 소아마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연구를 통해서 건강, 질병 및 정상성에 대한 지배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문제

화했다. 특히 생의학적(biomedical) 관점에서 소아마비를 겪은 아이를 정상

화(normalization)하려는 관점과 시도는 결국 그 아이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

하고 비정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한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질병에 대한 환자의 경험과 정상성에 반하는 일탈의 

경험에 관한 연구 대상은 장애에서 만성질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선진국

의 경제발전과 의료기술 및 보건체계의 발전으로 초점이 급성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이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성질환에도 환자역할을 적용시키려는 이

론적 작업이 이루어졌지만(Berkanovic, 1972; Gallagher, 1976), 환자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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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입장이 더욱 많았다. 예를 들어 쥴리우스 로스(Julius A. Roth, 

1963)는 자신의 결핵 경험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을 근거로 의사와 환자

의 갈등을 묘사했다. 그리고 안젤름 스트라우스와 바니 글레이저(Anselm 

Strauss & Barney Glaser, 1975)는 암, 낭포성 섬유증, 설사, 폐기종, 저혈당,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 및 증상과 회장

루 형성술, 인슐린, 유방절제술, 투석 등의 치료와 치료의 결과를 환자들이 어

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지 정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병원에서의 죽음에 

관해서도 연구했다(Glaser and Strauss, 1965; 1968). 이들은 병원에서 죽음

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미 붙이

기 등의 주관적 행위가 연령, 성별, 그리고 질병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이

에 따라서 의료 행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의료사

회학자인 스트라우스와 글레이저의 만성질환과 환자의 주체성(subjectivity)

에 관한 연구는 이후 영국 의료사회학(Anderson & Bury, 1988; Bury, 1991; 

Williams, 2000)과 미국 의료사회학(Conrad, 1987; Roth & Conrad, 1987; 

Charmaz, 2000)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환자의 주체성(subjectivity)에 관

한 이들 연구는 환자들이 은유(metaphors)적 재현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 경

험이 주는 의미들, 그리고 자신의 질병 상태를 배우면서 발전시키는 이미지

들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사회학계에서 방법론적 영향으로 환자의 주체성과 관련한 연구가 비

교적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아 왔다. 음주와 흡연에 대한 건강행태 및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질환의 경험(장동민·강성홍, 2008) 등의 연구가 있고, 만성질

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소외에 따른 환자의 질환 경험으로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고 자신의 고통을 주체화하는 경우를 분석한 연구(정

준호, 박혜경, 2016)도 있다. 한편, 환자 주체성은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조함으로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관한 연구

는 주로 한센병 연구에서 이루어졌다(정근식, 1997; 김재형, 2019a). 장애와 

세균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몸을 추구하는 의료 및 사회는 장애가 있거나 



김재형, 이향아 : 의료사회학의 연구동향과 전망: 개념의 전개와 의료사와의 접점을 중심으로

제29권 제3호(통권 제66호) 843-902, 2020년 12월 │863

세균이 있는 신체를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낙인화했

다. 그리고 의료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한센병환자의 몸은 영구적으로 

시설에 격리되었다. 특히, 한센병 연구는 질병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연

구로, 의료사회학과 의사학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의사학』에 소개된 한센병 연구 중, 서기재(2017)는 제국의

학이 미디어를 활용해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제국신민들을 동원

했음을 분석했고, 김재형(2019b)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가족, 

사회, 나시설 등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음을 한센병 환자들의 다양한 죽음

을 통해 고찰했다. 한편, 낙인과 차별 외에도, 『의사학』에서 환자 주체성에 대

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구술사 연구에서 나타난다. 특히, 2013년도 특집으

로 선보인 구술사특집의 논문들은 구술사연구를 통해 환자의 트라우마를 치

유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 환자 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황임경·김호

연(2013)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김형률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며, 구술사와 서

사의학이 치유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김성리(2013)는 한센인

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환자 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구술이 치유

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 또한 주장했다. 신규환(2013)은 구술사를 이용

한 의학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구술사의 치유적 효과를 강조

했다. 역사연구에서 구술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민중사적 접근이 시

도됨에 따라 『의사학』도 구술사를 통한 환자 주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시도될 것이다. 

(2) 인구 및 사회적 요인에 따른 주체성의 변화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하게 되는

데,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사회적이고 인구학적 요인들이 환자의 경험과 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다. 양적 연구들은 점차 사회적 변수를 설명

하기 시작했다(Pirret, 2003). 특히 환자의 연령, 성, 젠더, 사회계급이 질병

과 그 결과의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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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체계의 변화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현

상이었다. 또한 여성주의의 영향이 1980년대부터 의료사회학에 강하게 미쳤

다. 예를 들어 밀드레드 블랙스터와 엘리자베스 페터슨(Mildred Blaxter & 

Elizabeth Paterson, 1982)의 삼대에 걸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태도와 행위

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여성의 건강 및 질병 경험 연구가 발전했다(Charles 

& Walters, 1998). 

한편 마이클 버리(Michael Bury, 1982)는 의료적 지식뿐만 아니라 질병으

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불확실

성은 단순히 의료적 지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불확실한 증

상, 치료, 그리고 환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버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

는지 보았는데, 친구, 가족, 직장동료와 같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문화적 시스템인 의료는 질병이

라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사람들이 질병 경험을 통해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데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케시 차마즈(Kathy Charmaz, 1983) 역시 만

성병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의료는 질병을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정의

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더욱 중요한 의미들을 간과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의 자아는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류학자인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 1987)는 척수종양의 경험을 가지

고 미국 사회에서 경험한 낙인과 차별을 기록했다. 그는 근력, 활동성, 속도, 

체력 및 강인으로 특징 지어지는 남성 지배이데올로기가 장애인, 만성질환자

의 몸을 문제화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인종, 계급, 성별, 나이, 그리고 자신

의 전문직으로서 특권이 장애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했다. 한

편 사회학자인 아서 프랭크만(Arthur W. Frank, 1991) 역시 의료 제도 내에서 

자신의 경험한 질병과 치료, 그리고 자아 상실과 회복에 대하여 기록했다.8) 

8)  아서 프랭크의 저서 『At the Will of the Body: Reflections on Illness』는 『아픈 몸을 살다』
(최은경, 메이 역, 2017)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김재형, 이향아 : 의료사회학의 연구동향과 전망: 개념의 전개와 의료사와의 접점을 중심으로

제29권 제3호(통권 제66호) 843-902, 2020년 12월 │865

한국 사회학계에서 인구 및 사회적 요인에 따른 주체성 연구는 주로 질적연

구보다는 양적연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 경험, 대응에 관한 연구(정백근, 2017; 은기수, 2018; 

김보람·고광욱, 2017)가 있다. 성별에 따른 연구는 여성주의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건강연구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가정 내 젠더역할에 따른 여

성들의 건강문제나 주관적 건강성의 만족도 혹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들(조영미, 2004; 김정

선, 2008; 하정옥 2013)과 한국 건강정책을 생산하는 지식생산 집단에서의 성

차 문제를 분석한 연구(김진환 외, 2019)도 있다.

『의사학』에서 인구 및 사회적 요인에 따른 주체성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하

지만 조선 후기 여성들의 질병체험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성차에 따른 주체

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하다. 이꽃메(2015)는  『역시만필』이라고 하

는 의안에서 묘사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질병 및 치료체험을 중심으로 여성

환자들의 출생과 성장, 결혼과 출산, 노화와 죽음 등을 구체적으로 들춰내, 당

시 조선 여성들의 삶과 질병을 생생하게 고찰하였다. 주체성을 가진 환자로서

의 여성의 사례는 아닐지 몰라도, 생로병사의 삶 속에서 질병을 체험하는 당

시 여성들의 몸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도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감정과 내러티브 재구성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자의 감정과 

그것의 체화(embodiment)로 확장되었다. 근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질병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감정(emotion)이다. 한편

으로 불확실성, 희망, 모호함의 감정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의지와 혼란, 그

리고 질서(건강)와 무질서(장애 및 질병)를 둘러싼 행복과 괴로움의 순차적

인 느낌 등의 감정이 우리 질병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감정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신체적으로

도 체화되는데 스트레스나 절망감, 불안, 또는 희망이라는 감정은 질병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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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도 호전시키기도 한다. 다른 한편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부

양과 치료는 더욱 더 감정 작업에 의하여 구조화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즉 일

상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들을 줄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치료

나 건강을 유지시키는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Hochschild, 1979; Zola, 1991; 

Urla & Terry, 1995). 이러한 이유에서 이후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연구

에서 몸과 체화를 둘러싼 감정은 의료에 의해서 규정된 경험과 인식이 아니

라 환자의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 연구되었

다(Timmermans, 1994; Becker & Kaufman, 1995; Williams & Bendelow, 

1996; MacRae, 1998; Phinney & Chesla, 2003). 

다른 한편 감정은 유동적이며,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시간

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그 결과 경험 역시 변화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사

회학자들은 이제 질병 경험에 대한 환자의 설명(account)에서 그들의 내러

티브 재구성(narrative reconstruction)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시켰다. 내러

티브 재구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

여 현재와 과거 그리고 사회 속의 자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다

른 측면들을 해석함으로써 몸, 자아, 그리고 세계 사이의 균열을 재구성하고 

고치려는 시도이다(Williams, 1984: 197). 즉 내러티브 연구는 자아의 감각

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Charmaz, 1983), 정체성의 변화(Mathieson 

& Stam, 1995), 그리고 개인들의 설명(들)을 통한 집단적 경험을 설명하는 

것(Carricaburu & Pierret, 1995)으로 확장되었다. 사회학에서 내러티브 연

구는 특히 인류학자(Kleinman, 1988)와 심리학자(Mishler 1986; Radley & 

Billing, 1996)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Pierret, 2003). 

버리(2001)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내러티브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 번

째 내러티브는 장애, 증상, 몸에 대한 초기 믿음과 지식과 관련된 대표 내

러티브(contingent narrative)이다. 환자를 둘러싼 집단에게 공유되는 이러

한 내러티브는 환자와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질병의 증상과 

결과를 예상하는지를 말해준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내러티브로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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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질병과 환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표 내러티브와 도덕적 내러티브는 

화해하기도 충돌하기도 한다. 이 내러티브는 환자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도 하고(Williams, 1984; Pound et al., 1998), 종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Greil & Porter, 1989). 이 과정에서 이 내러티브는 수치(Nijhof, 1995)나 비

난(pinder, 1995)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은 핵심 내러티브(core 

narrative)로 질병에 대한 여러 경험들을 한 후 환자가 만들어 내는 영웅적, 비

극적, 코믹적, 낭만적인 이야기들이다. 환자는 일련의 어려움을 이겨낸 영웅

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아니면 투쟁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비극적 

인물로 자신을 묘사할 수도 있다. 또는 질병을 낭만화하거나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의 경험을 희화화하기도 한다. 

남상희(2004)는 정신보건의료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신

질환자에게 환자역할이 기대되지만, 초기 병원 및 시설에서 부정적 체험을 경

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환자됨을 부정하는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묘

사했다. 대신 이들은 정상 생애사 과정에 재진입하려 노력하지만 좌절을 거

듭하게 되는데, 결국 이에 대응하여 ‘질병공동체’를 통해 영웅적·냉소적 내러

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 환자 주체성, 감정, 내러티브

와 관련된 연구는 환자가 생산한 충분한 자료나 그들의 경험을 기록한 문건

의 존재 또는 연구자가 구술사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김재형(2019b)은 일제강점기 한센병환자의 감정과 경험을 

자살, 살인, 인육섭취 등 죽음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근거하여 이들의 주체성, 

감정 등을 재구성해다. 즉 환자의 경험 및 주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구술사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이나

영, 2016), 발전 국가시기 형성된 여성노동자 정체성(김경일, 2010)과 성매매

여성의 정체성(이희영, 2008) 연구에도 구술사가 활용되었다.

의사학계에서는 앞서 환자 주체성과 관련해 서술했듯이, 2013년 ‘구술사와 

의학사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통해 의사학에서 구술사를 통한 환자 경험 연

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규환(2013)은 구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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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성이 높아 개인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

긴 하나, 역사학계에서 의료사연구에서 구술사는 근현대 의료자료의 부족과 

경험담 채록의 필요성,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또한 한센병과 원폭 피해, 일본군 세균전 등에서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역

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학계와 의사학계가 방점을 두는 구

술사의 특징은 화자(話者)가 구술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

는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치유적 경향에 있다.9) 이는 역사적, 사회적 피해자 

경험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구성하고, 주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

에게 목소리를 입혀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의사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구술사 연구의 또 다른 대상은 의학사의 주요 인물들이다. 김옥주(2013)

는 의학자의 구술사를 통해 본인이 공저했던 『심보성-한국 신경외과학의 선

구자』(2011)의 연구를 재조명하면서 의학자의 구술사가 전반적인 의학사연

구의 발전에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 엘리트에 대한 구

술사는 자신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 반면, 전체적인 의료제

도의 변화와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이기도 하다.  

2) 의료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일반인 지식(lay knowledge)

(1) 의료 지식의 사회적 구성

1980년대부터 건강, 위험, 그리고 질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의료사회

학계의 관심이 증가했다(Wright & Treacher, 1982; Bury, 1986; Crawford, 

1994, 2004; Armstrong, 1995; Turner, 1997; Vittoria, 1999; Galvin, 2002; 

Fosket, 2004). 한편으로는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9)  하지만 구술사의 치유적 효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전에 발화하지 못
했던 구술자의 고통과 같은 감정이 구술 과정 중에 발화되면서 내면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이것을 치유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진정한 치
유를 고통을 발생시키고 발화를 막는 요인의 제거라고 했을 때, 구술사는 치유의 매우 일
부분만을 담당할 뿐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구술사의 치유 효과를 절대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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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

의 영향으로 건강, 질환, 그리고 위험과 관련한 의료 지식이 사회적, 역사적으

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초부

터 HIV/AIDS가 확산되면서 환자 집단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횡행하게 되

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 등의 경험 역시 의료 지식의 사회 구

성적 속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질병의 사회적 구성은 크게, 질병과 질환의 구

분(Freidson, 1970), 계급 갈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의학 이론, 그리고 

푸코주의 해석 등 세 가지 전통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왔다(버리, 1986). 특

히, 생의학적 차원으로 구성된 질병(disease)과 개인 및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된 질환(illness)은 지식과 경험차원에서 상충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결

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Freidson, 1970). 버

리(1986)는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의학지식 전체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무효화

하지 않는 사회구성주의 방법론을 내세웠다. 

브라이언 터너(Bryan Turner, 1997)는 의료사회학에 푸코의 연구

(1973; 1978)가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면서, 주권권력(sovereign power),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 생명권력(biopower)을 포함한 통치성

(governmentality) 개념을 통하여 의료지식이 특정한 이익과 이해에 따라 역

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여주었다. 푸코는 근대의학이 어떻게 임상

의학으로 변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했으며(1973), 광기가 어떻게 사회문

제화되었고(1964), 의료의 관심이 인간 개개인의 몸에서 종으로서의 인구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보여주었다(1978). 즉 질병과 환자에 대한 의료지식은 

고정됐거나, 의사 또는 과학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 특히 자본과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지식을 내면화한 개인들은 그

러한 지식체계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재닌 피레(Janine Pierret, 2003)는 의

료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포착한 연구에서, 생물학적 의학이 인간의 경험

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소외시킨 채 지식을 구성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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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레비나우와 니콜라스 로즈(Paul Rabinow & Nikolas Rose, 2006)는 생명

권력과 생명정치(biopolitics) 개념이 최근 인종, 인구와 재생산 그리고 유전

의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크게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즉 푸코의 생명권력

과 생명정치(biopolitics) 개념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역사학, 여성학 

등 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구성주의적 사고를 보편화시켰다.10) 

서양의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에 영향을 받아, 국내 의료사회학도 사회구성

주의적 접근의 연구가 많다. 김두식(2003)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전

공학기술의 태도는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다고 밝혔으며, 메르스 감염병 발발과 관련해 의료지식이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과정

을 고찰한 연구(김기홍, 2016)도 있다. 한편, 푸코의 생명권력 논의에 영향을 

받은 국내 연구들이 많은데, 특히, 생명정치의 역사적 경험 연구를 통해 북

한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형성을 분석한 연구(강진웅, 2013)와 냉전기 주한

미국 기지촌의 성매매정책과 이를 방관 혹은 조장했던 주권국가의 생명정치

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박정미, 2015, 2017, 2018).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적 관점은 비단 의료사회학에서만 두드러지는 경향이 아니다. 박윤재(2020)

의 지적대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의사학연구는 의료를 독립된 개체

가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전제로 해오고 있다. 

의사학이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혹은 사회사적 관점을 지니게 되면서 의료사

회학 연구들과 학제간 교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학』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료라는 문제의식은 특히 식민권력이 

몸, 의료, 생명을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의 수단으로 정치화한 문제들에서 연

구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한센병 관련 연구들(김재형, 2019a, 2019b; 서기

재, 2017)을 비롯해, 비가시적인 ‘피’의 문제를 다룬 혈액형 인류학이 비백인 

10)  흥미로운 것은 푸코는 식민지 권력 등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그의 이론은 (탈)식민지연구
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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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했다는 연구(정준영, 2012),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결핵 통계의 결과를 둘러싼 식민권력 내부의 갈등은 결국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위생통제의 기제를 만들기 위한 식민권력의 또 다른 ‘과

학적’ 방식이었음을 분석한 연구(박지영, 2019), 경성제국대학 체질인류학의 

연구는 조선인의 종족, 인종을 규명함으로써, 조선과 만주에 이르는 일본 제

국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다는 연구(김옥주, 2008) 등이 있다. 최근 

의료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는 그 시기적 범주가 광복 이후로 확장되어오

고 있다. 문미라(2020)는 한국전쟁기 북한에서의 보건의료체계가 국가의 노

동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고 신장하는 기능으로서 구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

고, 사회에 만연했던 회충 감염이 파독광부, 장폐색 아동 사망 사건 등을 거치

며 미디어를 통해 시각화되고 대중들에 의해 수치스러움으로 전환되는 과정

을 분석한 연구(정준호, 박영진, 김옥주, 2016)도 있다. 또한, 연탄가스 중독

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부주의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전환되는 사회사적 연구 

(김옥주, 박세홍, 2012), 유전학 의사들이 유전과 혈통을 통해 한국 사회 종족 

민족주의 혹은 한민족의 뿌리에 대한 언설을 지지하고 공모해가는 과정을 분

석한 연구(현재환, 2019) 등도 있다. 한편 박진경(2014)은 일제강점기 조선과 

만주에서 인구 재생산의 목적에서 여성의 몸이 통계화되는 과정을 푸코의 생

명정치(biopolitics) 개념으로 설명했다. 의사학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료

라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회학과 의사학 사이에 보

다 협력적인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일반인 지식에 대한 논의

1980년대 의사 권위의 약화와 함께 의료 영역에서 소비자로서 일반인의 목

소리가 점차 강화되었다(Prior, 2003).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의료지식에 

대한 환자의 이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Segall & Robert, 1980). 

소이야 헌트와 제임스 맥크웬(Soiya M. Hunt & James McEwen, 1980)은 건

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강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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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해석간 객관적인 균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건강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

가 건강 측정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즉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일반인의 이

해가 객관적인 지표로 구현된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점차 환자 중심 의학

(patient-centered medicine)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Stewart et al., 1995),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친화적 소통 관행이 등장했다(Prior, 2003). 의사와 환자

의 소통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간극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이

로 인해, 전문가의 배타적 전문성은 도전 받게 되었고, 의료 지식의 정당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학술장에서는 지식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민주화를 두 가지 방식으

로 논의했는데, 전자는 일반인들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

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논의였고, 후자는 일반인 지식이 전문가 지식과 동일하

게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였다. 전문성의 약화와 주관적 건강 지식의 성

장으로, 일반인 전문가(lay expert)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1987년 필 브라운(Phil Brown, 1987)은 일반인 지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

중 역학(popular epidemiology)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1991년에는 일반

인 역학(lay epidemiology)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졌다(Davison & Frankel, 

1991). 이제 일반인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아는 것이 많은 개인

들, 그리고 역학자(epidemiologist)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일반

인 전문가(lay expert)라는 용어로 거듭났다. 이러한 일반인 전문가는 심지어 

진단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Sarangi, 2001), 약리학(Monaghan, 

1999)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기도 하며, 사소한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

가가 되었다(Hibbert, Bissell & Ward, 2002). 이들은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

여 전문가가 되거나 과학적 훈련을 받은 자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축적하기도 한다(Epstein, 1995).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통역자가 되

는 과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Brown, 1987). 하지만 이러한 일반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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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모든 지식을 상대화할 때 발생

하는 위험이 존재하고(Prior, 2003), 일반인 전문가는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만 지식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식을 보편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Davison, Smith, Frankel, 1991). 

최근 국내 의료사회학 연구도 이러한 경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전통적으

로 지식의 생산자인 의료전문가와 지식의 소비자인 환자 일반의 관계가 재설

정되고 있다. 의료의 주체가 아니었던(잠재적 환자인) 일반인들이 주관적 질

병경험을 통해 의료지식을 습득하여 일반인 전문가가 되는 상황은 주로 병원

체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김기홍, 2016; 노

진철, 2009)와 긴급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대신, 미디어 등을 통해 다량의 정

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경우(유현재·조은선·안선희, 2011) 등에서 

두드러진다.

의사학 연구에서 일반 의료지식의 성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사료에 

기반한 역사학 연구에서 기층민의 사료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다만, 18세기 중후반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와 약재 유통망의 확대 등은 

일반인의 의료경험이 확대되었음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의

학지식이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관에서는 부족한 의료 인력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자(醫者)의 도움 없이도 향촌 자

체 내에서 의약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급방 등을 간행 반포하였”기 때

문이다(양정필, 2006: 191). 일반인들의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꽃메의 

연구(2006)는 대표적이다. “20대의 딸은 의사의 양약에 귀가 솔긋하였고, 어

머니는 한방 의원에 맘이 기울어졌”던(233) 것은 각자의 경험과 의료지식에 

기반한 의료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승만(2018)은 한 농민이 작성한 

일기를 통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농촌에서 일반인이 민간의학지식

을 축적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사례를 고착했다. 당시 농촌 사회는 의료인 공

급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소외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민간 및 근대 의료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여 그 지역의 의사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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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학의 연구성과들은 일반인 지식이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

서 일반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의료사회학과 

의사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건강사회운동

일반인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건강사회운동과 관련된 것이기

도 했다. 질병의 구성, 질환 경험, 전문가와 일반인 지식, 감정과 체화의 등

장은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회 공동체의 (재)구성과 운동의 부상에 있어 모

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HIV/AIDS 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의 성

장은 건강사회운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1989년 조쉬 갬슨

(Josh Gamson, 1989)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HIV/AIDS 운동인 ‘ACT 

UP(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에 대한 6개월 참여관찰을 통해 운

동 내부 투쟁과정을 분석하여 운동의 중심에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개

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HIV/AIDS 운동은 이전의 사회운동과 다르게, 스스

로 규정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정의내리는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이 운

동은 질병에 대한 의료적 정의 아래에 숨겨진 생물학적이고 억압적인 정상화 

과정을 폭로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의 자원으로 정체성을 활용했다. 한편 스

티븐 앱스타인(Steven Epstein, 1995)은 미국의 HIV/AIDS 운동이 전문가 및 

미국 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된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활동가들이 어떻게 과

학 지식 구축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앱스타인은 미국의 HIV/

AIDS 운동이 처음에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했다가, 점차 자신을 낙인화하

는 의료와 사회문화 구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특

히 기존에 네트워크화되어 있던 성소수자 공동체와 이들의 문화자본은 사회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더욱이, 이 네트워크 내부에는 전문가

나 학력이 높은 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을 의료계, 과

학계, 관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정당한 지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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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마렌 클라위터(Maren Klawiter, 1999)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서의 유방암 운동의 목표와 정체성의 변화를 연구했다. 1982년 설립된 수전 

코먼(Susan G. Komen) 유방암 재단은 유방암 연구 및 조기 발견 캠페인 홍

보를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모금해서 의료 및 연구 시설에 지원했지만, 전통

적인 의학계나 정부에 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운동의 핵심 집단은 백인, 중

산층 여성이었다. 1991년 같은 지역에서 3명의 백인 레즈비언 여성이 페미니

스트, 성소수자 커뮤니티로 구성된 여성 건강과 암 문제 해결을 위한 걷기 캠

페인을 시작했다.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1996년에 다시 비슷한 단체가 결성

이 되었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암과 광범위한 건강 문

제까지 담론의 용어를 넓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들 유방암 및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단체 또는 캠페인을 지원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암

을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암을 유발하는 사업에 매진

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1996년 암 산업 투어(the toxic tour of the 

cancer industry)를 진행하는 등 다국적 기업에 지배받고 있는 암산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브라운(1987)은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민의 운동 과정 중에 

이들의 경험이 지식화되는 과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 건강사회

운동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 경험을 

전문가들과도 겨룰 수 있는 전문지식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 

이에 따라 정체성의 정치와 지식의 정치를 통해서 점차 의학계와 맞설 수 있

게 되었다. 

국내 보건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반올림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소위 삼성백혈병 운동은 보건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접점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김종영·김희윤(2016)은 8년여 지속되어 온 반올림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치·사회·경제·기술 등의 복합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에 처해 있음을 밝혔다. 보건운동의 전개는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지식

을 재구성하고 전문성의 정치영역까지 소비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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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보건운동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 운동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서술하며 장애인 차별에 맞선 인권을 주장하면서, 현재 사회

적으로 논쟁을 불러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주체인 장애인에 대한 기존

의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이 처한 다층적 차별의 범주를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김정열, 2005). 보건운동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건강권의 개념으로 치환되어 여러 논의에서 회자되고 있다. 보건운동과 

건강권의 개념이 최근 두드러지는 분야는 환경보건운동을 들 수 있다. 환경

보건에 관한 연구는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건을 계기로 환경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고(김교헌, 권성중, 2008, 2009; 이시

재, 2008), 원전사고에 따른 건강권 침해 등에 연구(최홍조, 조병만, 2009; 김

지영, 2015; 민은주, 2016)로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강제 정관절

제수술과 인공중절수술 피해를 받은 한센인들의 보상소송에 관한 연구도 있

다(김재형·오하나, 2016).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미세먼지에 따

른 건강질환, 전염병 및 그 후유증 등에 관한 연구와 세대, 계층, 인종, 젠더 등

의 사회적 약자의 보건운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사학 연구에서 의료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중적 운동으로 확장되기

보다 엘리트 개인의 의료실천과 의료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기적으로

는 식민지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여성 의료인들의 신여성

이나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다룬 연구(이꽃메, 2012, 2006; 신동원, 2012; 이

방원, 2007)와 직업인으로서는 의사지만, 조선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엘리

트 지식인들에 대한 연구(박윤재, 2006; 박윤형 외, 2008; 최규진 외, 2009)도 

있다. 엘리트 운동과 대중 보건운동이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겠지만, 적

어도 위생과 보건이 사회발전, 혹은 궁극적인 민족독립을 쟁취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던 당시의 의료 지식인들의 사상은 의료와 사회의 근대적 친화력

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료 보건운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역사학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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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이론과 의료사와의 접점들

1)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변화하는 의료현장

20세기 중반 초기 의료사회학자들은 특정한 기술이 의료전문가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Reiser & Anbar, 1984). 하지만 의료사

회학이 보여준 기술에 대한 관심은 기술 자체보다는 새로운 기구가 도입됨으

로써 변화하는 의료 관행에 있었다. 이론적으로 의료사회학의 관심사는 기

술의 역사적 발전이 아니라 의료기술을 통해서 생의학의 윤곽을 명확히 하는 

데 있었다(Strauss et al., 1985). 1970년대 의료화 이론의 발전 과정 중에 의

료 기술은 고통, 아픔, 그리고 죽음에 맞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의 자율

성을 막는 비인간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Zola, 1972). 더 나아가 환자

의 상태를 낫게 만들기 위해 개입한다고 하지만, 의료 기술은 결과적으로 환

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Illich, 1975). 또한 

의료기술은 불필요한 의료화, 의료의 시장화,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McKinlay, 1984; Navarro, 1986). 한편 여

성주의 학자들은 의료의 영역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 때때로 환영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다(Lorber & Moore, 2002). 기술에 대한 여성주

의 연구는 의료 기술에 배태되어 있는 권력 관계와 그것의 영향력의 젠더 차

이를 강조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술은 의료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

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실험실 테스트, 이동 X-ray 촬영 기계, 심장

박동 모니터 등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의 영향을 조

사했다(Strauss et al., 1985). 의료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의 모니터링

과 유지를 위한 의료 기술에 더욱 의존하고 있었다. 의료 기술이 의사 등 의

료 전문가와 환자의 질병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의료사회학이 주

로 던지는 질문이었다(Conrad & Gabe, 1999; Franklin, 2007). 또한 새로

운 의료기술은 사회에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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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008)는 실험실에서 어떻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전질환 등의 가능

성을 알기 위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비슷

하게 후지무라(Fujimura, 1988; 1996)는 어떻게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지를 묘사했다. 

1980년대부터 의료 조직과 내용에 상당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발

전은 의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Clarke et al, 2003; 2010). 예를 들어 

조셉 더밋(Joseph Dumit, 2003)은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술(PET)의 뇌 이미

지화 기술이 인간의 종류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설명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태아, 임

신, 부모, 환자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변화시켰고, 좋은 산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었다(Burri & Dumit, 

2008; Casper, 1998; Oakley, 1984; Taylor, 2008). 한편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의료 절차나 의료 전문가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

이 점차 멀리 떨어진 환자와 의사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넷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 및 치료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생

체자원은행(biobank) 역시 인간의 생물학적 시료를 채취해 저장함으로써 의

료 관행을 변화시키고, 임상 연구와 실천에 새로운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제

공하고 있다(Gottweis & Petersen, 2008). 

국내에서 의료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특

히, 재생산을 둘러싼 의료기술의 문제를 의료윤리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연구

가 많다. 백영경(2010)은 과학기술의 민주화와 시민참여에 대한 기존 논의가 

젠더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재생산 영역인 보조생

식기술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김정선(2008)은 남성주

의적 보건의료기술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특성 안에서 재생산의 주체인 여

성의 몸이 도구화되고 상품화되었음을 비판했다. 한편, 김선혜(2019)는 보조

생식기술이 여성의 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임 남성을 비가시

화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료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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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예를 들어 김재형(2019c)은 한센병 치료제의 발전이 제한적이지만 

국가 한센병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묘사했다. 

반면, 의사학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기술과 의료지식체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사회에서 유행성 감기의 백신이라는 신기

술 제작에 성공한 사례에 관한 연구(천명선, 양일석, 2007)가 진행된 바 있고, 

제1세대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했던 심보성이 1959년 진행한 대뇌반구적출

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학기술의 도입과 한국의학계의 기생충 연구의 발달

을 논한 연구(박지영, 미야가와 타쿠와, 홍정화, 김옥주, 2011)가 있다. 한편, 

스포츠계에 만연한 도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도핑컨트롤과 

여성성별확인검사라는 기술이 국내에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고찰한 연구 

(황의룡, 김태영, 2014)도 있다. 한국이 의료후발국에 머물러 있던 1960-1970

년대, 국내의 환경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의료성과를 낸 개인 의료연구자들에 

대한 논의도 눈여겨볼 만하다(신미영, 2017; 2020). 의료지식체계의 도입이

라는 관점에서는 특히 의학적 용어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결핵 용어(최은경, 2012), 통풍(조재흥, 정재영, 2015)의 변천과 전

개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서구적 근대지식체계로서의 ‘의학용어’가 조선사회

에서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음을 고찰했다. 

2) 초국가적 생명정치경제(Biopolitical economy)

아데일 클락 등(Adele Clarke et al., 2003; 2010)은 1985년부터 미국의 의

료의 내용이 새로운 기술과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과학적 변화의 중심에는 생명

공학기술 등의 눈부신 성장이 있었다. 클락(2010)은 생명권력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그 속에서 같이 변하는 사회적 실천들과 규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회학이 답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생명기술들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예를 들어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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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요센(Edward Yoxen, 1981)은 이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항상 

자본에 의하여 추동되었으며,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삶이 자본화되었다고 주

장했다. 자본화된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생명경제(bioeconomy)

와 생명자본(biocapital)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생명공학을 매개로 

자본 자체가 인간 삶의 자체와 대응하여 재개념화되고 재조직되었다(Rose, 

2007; Cooper, 2008; Rajan, 2005; 2006). 생명과학, 기술, 생의학, 거대제약

회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

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

는 대학은 자본주의화(academic capitalism)되었다. 생명경제라는 개념은 인

간의 몸을 둘러싼 새로운 생명공학 지식의 생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명공

학산업의 발전이 모두 거대자본에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경제형태와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편 인류학자인 순데르 라잔(Sunder Rajan, 2005)은 생명자본이라는 개

념을 통해서 생명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인간의 몸 자체가 자본 증식을 위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포착한다. 또한 생명자본은 동시에 투기자본

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즉 아직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에 투

자하는 “약속된 자본(promissory capital)”이다. 이는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의 

모델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한 실리콘벨리의 IT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

직 현실성이 없더라도, 기술의 가능성만 있으면 엄청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 바이오 회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 자본은 실제로 이 기술이 현실화 

되지 않더라도, 주식의 매매를 통해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명자

본은 초국가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라잔은 미국과 인도의 생명공학기술 산

업이 이 생명자본을 매개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민속지적 방법론으로 보여

주었다. 인도에서 미국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지

식, 기술,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미국의 생명공학산업의 하청으로서 

임상실험의 장소로 만들거나, 국가의 건강관리시스템에서 축적한 건강정보

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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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장기와 조직 같은 것을 생산하고 매

매하는 행위 역시 생명자본 개념에 포함된다(Waldby and Michell, 2006). 인

간 조직들(혈액, 장기, 그리고 세포)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생명자본의 초국

가적인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자본의 문제에 맞서, 시민사회는 

윤리적 생명자본(ethical biocapital)을 새로운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만들었

다(Franklin, 2003). 영국에서는 유전학, 복제,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의 결과 생명윤리에 관한 정부, 시민, 전문가가 협력하여 생명윤

리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윤리적 생명자본에 근거해서 영

국은 생명자본의 연구와 생산을 가속화했다(Pfeffer and Kent, 2007). 반면 

미국은 이러한 윤리적 생명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Ganchoff, 2004; 2008; 

Gottweiss, 2005; Jasanoff, 2007). 한편 코헨(Cohen, 2005)은 초국가적인 

임상실험 산업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가 가능한 생명유용

성(bioavailiability)이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 심지어 유전체 정보까지 온라

인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또는 기증한 혈액, 장기, 생체 정보는 우리가 모르는 

채 매매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라잔(2005)이 지적한 것처럼 특정 국가는 생

명자본의 매매에 더욱 유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적극적으

로 생명경제에 뛰어들고 있으며, 바베이도스(Barbados)는 인종적으로 동일

성을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Whitmarsh, 2008; Montoya, 2007). 

한국에서는 1997년 복제양 둘리가 탄생하면서 생명공학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서이종, 2006). 생명윤리의 문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산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생명경제 및 생명자본의 논의는 국내 사회학계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김주희(2016)의 연구는 성매매 여성의 

몸이 대출담보가 되는 ‘금융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으로 생명자본의 논의

로 확장될 수 있다. 한편, 김환석(2014)은 클락(2010)의 개념을 빌려 생명경

제의 출현으로 ‘의료화’되었던 정신장애가 ‘생의료화’되어가는 과정을 생명정

치적 접근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의료기술과학의 확대와 맞물린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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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료화는 위에서 언급한 푸코식 생명권력, 아감벤식 생명정치, 로즈의 생

명자체 이론, 순데르 라잔의 생명자본이론, 레비나우의 생명사회성 등의 개념

이 보여준 통찰을 모두 흡수하며 의학에서의 생명과학을 강조하고 있다(김환

석, 2014: 12-13). 『의사학』에서 생명경제, 생명자본 등 최근 논의는 아직 시

작되지 않았는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생의료화와 생명정치경

제가 의사학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자본화경향은 자

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는 문제이므로, 의사학 연구도 생명경제, 

생명자본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담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영미권에서 약 70여 년에 걸쳐 발전해온 

의료사회학 개념과 이론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사회

학과 의사학 사이의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의료사회학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료계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한편으로는 

근대 사회의 구조와 문화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의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

를 발전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인 권력으로서 의료를 각 개인이 어

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 1950년대 파슨스의 환자역할은 

세균학과 치료약에 기반한 미국 의료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미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만성병이 중요한 보건문제가 되면서 만성

병을 겪는 환자들의 경험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

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생명공학의 등장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인식하

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우리 사회는 근대의학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 몸을 세포의 합, 그리고 여러 장기와 신체 부분들의 결합체로 여

겨왔으나, 유전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발현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생명공학을 추동하

는 자본주의적 힘은 우리 몸을 유전체 정보가 담긴 자본 축적을 위한 자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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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에 이후부터 진행된 일

반인 집단의 성장과 건강사회운동 등은 의료와 사회를 둘러싼 사회학적 시각

의 자장을 넓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사회학과 의사학은 연구방법론과 연구 시기에 있어 다

소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이론적 관심사와 연구 대상을 공유하고 있음

이 드러났다. 영미권의 의료사회학이 미국과 영국 등 서양 선진국에서 의료

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환경과 교류 속에서 발전해 온 것처럼, 한국에서 의료

사회학과 의사학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학문적 관심사를 자양분으

로 자신의 분과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차이만큼이나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

다. 특히 사회학의 하위 분과인 사회사에서의 의료 및 질병에 대한 관심과 의

사학에서의 미시사 등에 관한 관심은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

료사회학과 의사학의 공동 작업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부터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인문학교실 혹은 의사학교

실 등을 설립하여, 의사학, 의철학 등의 인문학적 시각으로 의료를 해석하는 

학문인 의료인문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최근들어 그 시도

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권상옥, 2005; 황임경, 2013). 다만, 의료인문학 

연구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대 내에서도 기초의학, 임상의학 교

육 이외의 부차적인 학문으로 여겨지는 등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데, 이러

한 의료인문학의 시도와 노력에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사회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결합된다면, 의료인문학은 더 나아가 인문사

회의학(전우택, 양은배, 2003), 의료인문사회학, 혹은 통합의료인문학으로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

우 고무적이다, 예컨대,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의 시대를 맞아 통합의료인

문학을 연구하는 저자들이 출간한 『데카메론19』는 사학, 철학, 문학, 사회학, 

인류학 전공자들의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보여준다(경희대학

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2020). 또한 일군의 사회학자들이 저술한 『마

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통찰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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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공성식 외, 2020). 이 저서들은 의사학계에서 축적한 전염병 연구의 

성과들과 사회학계에서 축적한 인종주의, 낙인, 차별, 계층, 노동 등과 관련한 

연구가 상호보완하며 공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사

학을 비롯한 의료인문학과 의료사회학은 특수와 보편의 접점이라는 차원에

서 학제간 학문교류를 통해 의료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이해를 증진시켜, 첨

단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명 자본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

료가 인간과 사회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두 학문이 인간의 생로병사적 삶을 관통하는 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색인어: 의료사회학, 보건사회학, 의료사회사, 의사학, 의료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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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 and Prospect of Medical 
Sociology: Its Concepts and the Interface 

with Medical History�

KIM Jae-Hyung*, LEE Hyang A**

Medical sociology has a long history, and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ed since the 1940s. This paper is about the history, trends, 

and prospects of medical soci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oncepts as 

well as its interface with medical humanities. Sociology is a discipline that 

conceptualizes and theorizes social phenomena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to best understand them. For this reason, we think that one of the 

best ways to understand medical sociology is to track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he concept and theory of medical sociology over time. 

Moreover, the development of concepts and theories does not occur only 

within the discussion of experts but also actively in interactions with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medical sociology, medical knowledge and 

institution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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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flecting on the changes in the theory and concept of medical 

sociology over the past 70 years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research interests and research subject 

of medical sociology. Medical sociology has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medical community and society. On the one hand, it 

developed a diverse understanding of healthcare,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modern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it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how each individual experiences medical 

care as a dominant power. Since the 1990s, these seemingly conflicting 

two areas integrated into one through research subjects such as the 

growth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health and social movement.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biotechnology, which began to develop 

in earnest beginning in the 1980s, presented a challenge for medical 

sociology.

If the role of Parsons in the 1950s was to reflect the American medical 

system based on bacteriology and therapeutic drugs, after the 1960s, 

chronic disease became an important health problem due to change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experiences of patients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became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However, the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from the 1980s was powerful enough to 

change the way we perceive our bodies. Our society has regarded our 

body as a sum of cells and a combination of various organs and body 

parts since the birth of modern medicine, but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cluding genetics, we began to recognize our body as an 

express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genes. The capitalist force driving 

biotechnology has degraded our bodies to the extent of our resources for 

the accumulation of geno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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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concepts and theories developed by medical sociology 

can also be applied to understand the trends of medical history in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provided that medical sociology and 

the medical history were embedded in the particular Korean historical 

context. Therefore, we hope these two medical disciplines cooperate 

further on the medical issues in Korea.

Keywords:  Medical Sociology, Sociology of Health, Social History of 
Medicine, Medical History, Human and Social Science of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