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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그러한 아픔은 어떻게 언어화
되는가? 본 논문은 한의원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분석으로 바
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경험 중 하나인 ‘아픔’의 언어적 구성, 즉 ‘아픔의 언
어화’를 탐구한다.
아픔은 한의원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표현되며 의료적 대화의 주요한 주제
로 등장하지만, 한편으로 환자와 한의사들에게 아픔이라는 감각을 언어화화여
소통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 한의원에서의 아픔이 개인에 의해서 지
각되는 하나의 신체적 감각이라고 볼 때, 언어는 개인의 감각 경험을 소통 가
능한 형태로 옮겨내고 표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아픔의 양면적 특성, 즉 아픔이 한의원에서의 중요한
문화적 주제이나 동시에 언어적으로 번역하고 표현하기 힘들다는 특성에 주목
하여, 한의원에서의 아픔이 어떻게 언어로 옮겨지고 소통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본다.
특히 본 논문은 이미 언어로 옮겨진 아픔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즉 아
픔이 소통 가능한 언어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기존의 임상의학
적 ․ 심리학적 연구들이 아픔과 이에 대한 개인의 감각력을 동질화하여 일정한
구획으로 분절하고 수량화함으로써 아픔의 언어화를 시도하였던 반면, 본 논문
은 아픔을 지각하고 언어화하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언어화 과정에 개입하는 상
위 언어적 요소들을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험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총 세 가지 연구 질문이 탐구되었는데, 이는 각각
아픔의 언어화와 관련한 통사-의미론적 측면, 상호작용적 측면, 그리고 상위 언
어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 첫째, 한의원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아픔에 대하여
어떠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며, 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자는 한의원
에서 아픔을 나타내는 어휘로 총 193개를 수집하였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통증 명사’, ‘통증 행동’, ‘통증 표현’, ‘상태의 변화’). 나아
가 한의원에서의 화자들이 아픔을 발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의 통사-의미적
구성을 분석하여, 환자의 경우 다어성을 특성으로 하는 세 가지 표현형과 한의
사의 경우 전문성과 권위를 특성으로 하는 네 가지 표현형을 정리 ․ 분석하였

다.
둘째, 환자-한의사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픔은 어떻게 말하여지고, 소통되
며, 이해되는가? 이를 위하여 우선 환자-한의사간의 의사소통 모델을 도해하
고, 이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문제가 의사소통의 한 중요 특성임을 논하였다.
나아가

의사소통에

병

프레임과

질병

프레임의

두

가지

프레임

(frame)(Goffman 1981)이 작동하며, 이는 각각 환자와 한의사의 아픔을 “보이
게 하는”(“관(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의 또다른 주
요 요소로는 환자-한의사 관계(“관(關)”)가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크게 비대칭
적 관계와 공감 ․ 지지적 관계가 주요한 관계의 유형으로 관찰되었다. 각각의
관계에는 치료 프레임과 보살핌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으며, 화자들의 언어적/비
언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 언어’(proxemics)(Hall 1963)와 ‘동
작 언어’(kinesics)(Birdwhistell 1970)가 이러한 관계들을 지표하고 있음을 논하
였다.
셋째, 한의원에서의 아픔은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언어
화되는가? 우선, 언어화 과정을 매개하는 상위 언어적 요소로서 한의원에서의
화자들이 언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인 언어 이데올로기
와, 감각 경험과 지각에 대한 한의학적 관념을 논하였다.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
데올로기는 “말의 여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는 감각으로서의 아픔을 표현
하는 데에 말이 갖는 한계성과 지난함을 가리킨다. 이는 아픔을 선명하게 표현
하기보다 인상과 양상을 그려내고자 하는 감각 경험의 한의학적 방식과도 연결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언어화가 분석되었는데, 첫째 일
차적인 언어화는 위의 상위 언어적 요소를 매개로 하여 감각으로서 아픔이 언
어적 형태로 옮겨지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일차적인 언어화의 주요한 작업 원
리로서 비유적인 표현의 사용, 비언어적 ․ 준언어적 자질의 사용, 인용하기, 목
소리 내기가 기술 ․ 분석되었다. 둘째로, 이차적인 언어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픔의 표현, 의미, 해석의 틀이 재편되는 과정을 말한다. 진료가 전개됨에 따
라 아픔은 환자 중심적으로 언어화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한의사 중심적인 언어
로 조정되고 재편된다. 이는 진료에 지배적인 “관(觀)”이 환자의 것에서 한의사
의 것으로 전환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본 논문은 아픔의 언어화의 과정적인 측면을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아픔의 언어화가 ‘기의-기표의 발현’이라는 간단명료한 전

환이나 기계적이며 자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 기의로서의 아픔 감각
과 기표로서의 언어 간의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이데올로기, 한의학적 시
선과 감각 경험의 방식, 환자-한의사의 관계, 상호작용의 상황성 등이 복합적으
로 작동하는 있는,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요어: 아픔의 언어화, 한의원, 언어 사용, 의료 담화, 의료적 상호작용 (의료
대면), 환자-의사 관계, 감각, 언어 이데올로기, 번역, 재편.
학번: 2013-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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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표기법>
본

논문에서

음성

자료의

전사에

사용된

표기법은

Jefferson(2004),

Mishler(1984), Heritage와 Maynard(2006a)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전
사 표기법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발화의 언어적 ․ 준언어적 특성들을
문자로 옮기기 위해 고안된 표기법들 중 하나이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전사 표기법은 Knapp(1972)에서 소개한 Hall(1963)과 Birdwhistell(1970)의 표
기 체계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
로 표기하였다. 표기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사자의 조작적인 기호와 그 의미
(?)

괄호 속의 물음표 표시는 전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이다.

[단어] 중괄호 속의 단어는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전사자가 덧붙인 내용이다.
예를 들어,
환자:

아니 이게[가래]요

2. 대화의 전사 기호와 그 의미
[

말의 겹침.

=

말 끼어들기 혹은 말겹침으로 인해 중단된 말의 일부가 이후에 다시
발화되었을 경우, 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 표시를 한다. 따라서 전사
자료에는 ‘=’ 표시가 항상 쌍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의사: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나요? 저번에=
[
환자:

오늘은 여기가 좀 아
프더라구요

한의사: =아 예: 저번에는 사월에 오셨었네요?
(pause) 말의 휴지.
(.)
.

말의 휴지인 ‘(pause)’보다는 작은 말의 휴지.
마침표 표시 ‘.’는 하강(falling)하거나 말끝의 음조를 나타내는데, 대개
이는 언제나 문장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물음표 표시 ‘?’는 상승(rising)하는 음조를 나타낸다.

!

느낌표 표시 ‘!’는 스타카토(staccato)처럼 말을 짧게 끊어 내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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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쌍점 표시 ‘:’는 바로 앞에 쓰여 있는 음의 연장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한의사: 그러니까:: (pause) 여기가 더 안좋아지셨다 이 말씀이
시지요?
환자:

아니(.) 어: (pause) 네.

아

밑줄 표시는 음의 강세를 나타낸다.

∘

두드러지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해진 부분은 ∘을 위 첨자 처리하여

아

표시한다.
>아<

두드러지게 급하게 말해진 부분은 ‘><’하여 표시한다.

<아>

두드러지게 느리게 혹은 길게 끌어 말해진 부분은 ‘<>’하여 표시한다.

((기침)) 대화자의 특정한 동작, 표정 등은 괄호를 두 번 써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환자:

아침부터 여기가 <아파요>.

보호자: 아니 얘가 그그저께? 하튼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기가
아프다구<
한의사: 예:: ((침)) 여기?

3.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전사 기호와 그 의미
A→B

시선의 형태와 방향을 나타낸다. 특히 시선이 이동할 때에는
‘A→B’와 같이 표시하며, 이는 참여자 A가 참여자 B를 바라보
는 것을 말한다.

A↓

대화 참여자가 대화 중 시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며, 그림으로도 표시한다.

MG

대화 참여자 간의 시선 일치(mutual gaze)를 말한다. 예를 들
어,
한의사: ∘여기 습보할거고(.) 돌아누워보세요: 침없어요
D→P/MG

고개를 끄덕이거나(nodding) 좌우로 저을 때에는 그림으로 표
시한다.
대화 참여자 간의 앉아있는 구도와 거리의 조정을 나타낼 때
에는 앉은 자리를 ‘×’표시한다. 자리를 이동할 때에는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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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며, 이전의 자리를 희미한 색
의 ‘×’로, 옮긴 이후의 자리를 짙은 색의 ‘×’로 표시하여 경
로를 밝힌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 맞아요

4. 전사의 예시
본 논문에서 전사된 대화를 사례로서 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사례번호/제목
말상황 설명

[사례번호] 사례의 제목
<설명> 다음은 초진환자와의 대화내용 중 일부이다.
001

담화 주기 번호
(discourse cycle)

002

a
b
a
b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신가요?

행 참여자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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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한의원에서의 대화는 ‘아픔’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서, ‘아픔’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난
다. 한의원에서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도처에서 들려오고 말해지지만, 아픔을 ‘말해
내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환자들은, 그들에게 ‘아픔’이라는 감각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
일한 경로는 ‘언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얼
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오렌지에 손을 대는 순
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말듯이’, 환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아픔’이 분명
히 존재하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말로 옮기려는 순간 아픔
은 그들에게 ‘모르는 것’ 혹은 ‘표현하기 힘든 것’이 되는 것 같다. (2015년 5월 13일
연구일지)

본 논문은 한의원1)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경험 중 하나인 ‘아픔’의 언어적 구성, 즉 ‘아픔의 언어화’를
탐구한다. 위의 연구일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아픔’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지만, 개인이 아픔이라는 감각을 언어화하여 소통
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아픔의 언어화’는 환자와 한의사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어렵고 힘든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상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하여, 아픔이 어떻게 언어로 옮겨지고 소통되는지에 대

1) 연구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아우르는 표제어(cover term)로 ‘한의원’을 사용하고자 한
다. 표제어로서 ‘한의원’은 개인 의원을 뜻한다기보다, 한의학적 의료 실천이 수행되는 공
간의 의미를 가진다. 비록 행정 및 법제적인 측면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아우르는 명
칭으로는 ‘한방 의료기관’을 사용하지만,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수행한 기관들에서 주된
제보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방병원과 한
의원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진료’와 ‘치료’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보자들 대부분 ‘한의
학적 의료 실천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한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듯 의료기
관에 대한 실제적인 명칭의 사용 양상과 더불어, 본 연구자는 ‘약초 한의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방 의료기관”보다는 ‘한의원’이 더 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표제어로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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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아픔을 나타내는 언어적 명칭과 그 분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인 ‘환자’와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
인 ‘한의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 ․ 분석하여, 아픔의 감각이 언어로 옮겨지
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 사회 혹은 문화에 다양한 의료의 형태가 공존하는 의료 다원
주의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비단 생의학적(biomedical) 배경뿐만 아니
라 다양한 의료적 배경에 주목하는 연구는 인류학적 시각과 태도에 상응하는
부분일 것이다(Kleinman & Petryna 2002).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생의학적 의
료 현장 외에도 ‘한의학적’인 의료 현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한의학이 생의학
적 의료 현장에 대한 대체의학적인 지위가 아닌 법제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놓
여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한의학적’ 의료 현장에 대한 연구가 의의가 있음
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의료 현장 중 하나인 한의원에
서의 언어 사용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의 문제를 언어인류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의료 문화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이라는 의료 현장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의료 담화 연구
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1) ‘아픔’과 ‘언어화’
의료의 현장,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은 일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과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하는 독특한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의 현장은 개인이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부터 분리
되어 진입하게 되는 ‘작은 섬(tight little island)’이지만, 이는 완전히 일상과 동
떨어진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가치, 규범, 관념 등에 의해 구성
되어있는 ‘본토(mainland)’이기도 한 것이다(van der Geest & Finkler 2004:
1998; Long et al. 2008: 71-72). 병원이 갖는 일상과 의료라는 두 가지 풍경
은 의료 현장 속의 언어 사용으로도 연결된다. 의료의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의
료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이들은 일상생활과는 다른 언어
사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전혜영 2014: 182). 이처럼 의료의 현장
에서 의사는 질병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언어 사용을 구사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의료의 현장에는 일상적 언어와 표현을 매개로 증세와 질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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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환자와 의사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가고 있다(데퍼만 2007: 48-49). 병
원은 일상적인 언어와 의료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언어 풍경(language-scape)
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픔’은 개인과, ‘작은 섬’이자 ‘본토’이기도 한 의료의 영역인 ‘병원’을 잇는
일종의 교각이다. 병원은 다양한 ‘아픔’을 가진 개인들이 찾는 곳이고, 개인은
‘아픔’을 통하여 ‘환자’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의사는 ‘아픔’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며, 환자가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건강한
개인’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료적 실천으로써 돕는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가 주
된 참여자가 되는 병원에서의 언어 사용에서도, 아픔은 치유/치료(healing,
curing)와 더불어 주요한 주제가 된다. 아픔은 의료의 현장인 병원에서 나타나
는 한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가 된다.
인간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때, 의료인류학에
서는 후자의 개념을 다시 아픔(sickness), 병(illness), 질병(disease)으로 구분한
다(Brown et al. 2010: 5-6; Young 1982: 264-265; Kleinman 1988: 3-6).
아픔(sickness)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원하여지지 않
는 여러 상태(unwanted variation)를 포함한다. 이는 다시금 질병과 병으로 나
뉘는데, 전자는 병리생리학(pathophysiology)적인 개념으로 변화한 신체 기능이
나 감염에 대한 외형적이고 임상적인 징후를 말한다. 이와 달리 후자는 보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에 입각하여, 개인이 건강하지 못함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각과 경험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세 개념을 비교해보았을 때, 아픔은 ‘건강하
지 않은 상태’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을 지시한다. 이는 개인의 원하지 않는 상
태를 일컬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상태는 개인의 정신, 경험, 관계와 같은 모
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한의사가 ‘건강하지 못함’에 대하여 갖는 느낌, 지각, 경
험인 병(illness) 중에서도 특히 통증(pain)에 주목하고자 한다. 통증은 내상(內
傷) 및 외상(外傷)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인 통증 감각을 가리킨다.
이는 보다 감각과 자극(stimulus)에 의한 신체적인 반응에 가까우며, 염좌
(strain), 열(fever), 오한(chills), 충혈(congestion), 쑤심(ache) 등은 모두 통증의
예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아픔과 관련한 개념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위계적
도표와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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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sickness)
병(illness)

질병, 질환(disease)

통증(pain)

[표 1] ‘아픔’과 관련한 개념들

본 논문은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므로, 의료인류학에서의 ‘아픔’
개념과 더불어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아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의학에서 ‘아픔’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
通卽痛)”이라는 구절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
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이 경구에서, 건강함의 핵심은 순환, 평형, 소통
에 자리한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아픔(sickness)이란 ‘불통(不通)’을 말한다
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에서 아픔을 비정상적인 기운인 사기(邪氣)가 외부로부
터 침범하거나, 신체 내부의 정기(正氣)가 부족해지는 원인에 따른 생리적 음양
평형의 상실로 설명하기 때문이다(권영규 외 2013: 65-66). 나아가 이러한 사
기와 정기가 상호 겨루게 된다는 의미인 정사상쟁(正邪相爭)과 정기가 사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인 정불승사(正不勝邪)는 곧 질병의 발생, 즉 발병(發病)
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구에서의 ‘통(痛)’은 통증(pain)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픔은 ‘아픔(sickness)’의 의미를 따라, 질병(disease) 및
/또는 병(illness)을 포함하는 표제어(Young 1982: 264)를 말한다. 특히 연구자
는 이러한 ‘아픔’ 개념의 신체 감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강윤희(2015)
에 따르면, 감각은 자극이나 선행사건에 대한 신체적 ․ 생리적인 반응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각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감각과
언어와의 관계를 논의할 때 더욱 유용한데, 이는 사람들이 감각을 개념화
(conceptualize)하고 기술 ․ 묘사하며 나아가 소통하는 데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강윤희 2015: 7; Majid & Levinson
2011: 6-7). 따라서 아픔을 하나의 감각으로 상정하고, 이를 언어를 통하여 개
인의 인지와 의식의 차원에서 표현과 소통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감각과
언어의 관계를 ‘언어화(verbalization)’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언어화’란 어떤 대상이 언어적인 형태로 옮겨지며, 그것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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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소통 경로(channel)를 통하여 발화자의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언어화는 개인이 아픔을 인지 ․ 지각 ․ 경험하는 개인-내적인 과정과 이
러한 내용을 타인과 소통하는 개인 간-외적인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
히 본 연구는 아픔(sickness)의 느낌, 지각, 경험에 대한 언어화에 주목하기 때
문에, 이는 곧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한 바를 언어적인 형태로 옮기며, 이를 다
양한 언어적 ․ 비언어적 경로를 통하여 화자 주체의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푸코(Foucault)는 『임상의학의 탄생(2006[1963])』에서 인간의 몸을 병리학
적 ․ 임상의학적 대상으로 구축하는 ‘임상의학적 시선(medical gaze)’을 설명하
는데, 이러한 의학적 시선에 공간화(spatialization)2)와 언어화로 대표되는 이중
대상화의 문제가 개입하고 있음을 밝힌다(푸코 2006[1963]: 14-55; 김태우
2012: 204-205). 푸코의 근대 의학은 해부학적 공간에 질병을 위치시키고[1차
대상화], 공간의 형태로 발현된 질병을 다시금 언어적 기표로 고정시키는[2차
대상화] 두 번의 대상화를 통해 의학적 대상으로서 인간의 사유하고 인식하는
‘시선’을 구축하는 것이다(김태우 2012: 204).
푸코의 공간화가 근대 의학의 맥락에서 질병을 어떻게 의학적인 공간과 관련
하여 위치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있다면, 언어화는 복잡한 질
병 현상을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려는 근대적 맥락 아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질병을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이러한 언
어화의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푸코 2006[1963]: 177-184). 푸코의 근대
의학은 질병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토대로 반복되는 주기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양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임상의학적 지식의 명확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질병 현상을
‘수(數)’라는 언어를 통해 그 실체와 현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근대 의
2) 푸코(2006[1963])의 ‘공간화(spatialization)’ 개념은 병에 대한 위치 짓기로 설명될 수 있
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1)육체 외부에 위치되는 질병
의 공간화로, 여기서 의사에게 환자는 질병 외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푸코는 초상화그리
기 비유를 들며, 질병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표면적인 현상에 주목하고, 따라서 표 만들기
[분류법]와 같은 작업이 수행됨을 언급한다. (2)육체 위에 위치되는 질병의 공간화는 두
번째 차원의 공간화이다. 여기서는 앞선 공간화와 달리 개별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을 바탕으로 질병을 파악하는, 질병의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3)마지막으
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질병의 위치 짓기가 이루어지는 세 번째 공간화가 있다.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의학(교육, 행정 등)과 같이, 질병과 의학이 ‘사회’라는 차원에서 다루
어진다는 점은 이러한 세 번째 공간화의 한 예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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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맥락 아래 놓여있는 언어화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푸코의 임상의학적 시선과 이를 구축하는 공간화 및 언어화에 대한 논의는 상
대적으로 거시적이며 담론적인 힘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푸코는 의료의 근
대적 재편이라는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드러나는 공간화와 언어화의 문제를 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언어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보다 언어화의 미시적인 차원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아픔이라는 특정한 느낌 ․ 지각 ․ 감각 경험,
즉 ‘감각’과 언어와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드러나게끔 아픔의 언어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러한 요소들이란, 아픔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언어 및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개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관념과 태도를 말한다. 이 중 전자는 궁극적
으로 몸에 대한 사유 ․ 인식, 즉 ‘(한)의학적 시선’의 문제와 연결될 것이고
(Kuriyama 1999), 후자는 언어에 대한 화자들의 가정이자 관념을 말하는 언어
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2) 연구 질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아픔의 언어화에는 ‘대상(object)3)’으로서의 몸
혹은 아픔이라는 ‘감각’, 감각이 번역되는 ‘언어’, 몸에 대한 인식이나 사유를
의미하는 ‘시선’, 언어화의 주체, 그리고 아픔과 언어의 연결을 매개하는 다양한
상위 언어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아픔을 어떻게 언어로
써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들은 임상의학적 혹
은 심리학적 연구가 대부분이다(가령, Huskisson 1974; Bieri et al. 1990). 이
러한 연구들은 통증 의학적 연구들로, 통증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거나,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를 일정한 범위의 숫자로 환원하여 정리하
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의 한계점은 비단 감각으로서의 아픔
과 개인의 감각력(sensibility)을 동질화하여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는 것뿐만 아니라, 아픔을 일정한 구획으로 분절하고 여기에 ‘수(數)’ 혹은 ‘등
3) 임상의학적 시선에 개입하는 ‘이중대상화’의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푸코의 공간화와 언
어화의 개념에는 대상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관여한다. 질병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무엇으로 지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모두 ‘몸’을 어
떤 의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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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라는 기표를 주어 언어화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아픔을 언
어화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고려는 물론, 아픔과 언어 간 연결고리의 이
면에 있는 상위 언어적 요소들의 역동이 드러나고 강조되는 논의는 전개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아픔의 언어화’에 대
한 경험적인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적인 의료 현장에서의 언어 사용 분석을 바탕으로, 아픔의 언어화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픔에 주목한 기존의 언어인류학 ․ 의료인류학 저작들은 질병의 명칭과 분류,
아픔의 서사(narrative), ‘몸’을 통하여 이야기되는 아픔 등 ‘이미 언어로 옮겨
진’ 아픔을 비정상성, 병리적인 것, 질병, 병의 개념을 빌어 논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연구들은 아픔을 병에 대한 문화적 지식, 병의 경험(illness experience),
정체성의 문제, 구조적인 힘의 문제 등과 연결하여 논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Frake 1961; Kleinman 1988; Frank 1995; Capps & Ochs 1996;
Greenhalgh 2012).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 즉 아픔이 소통 가능한 언어로 발
현되기까지의 ‘과정’에까지 주목한 인류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본 연구는 ‘언어로 옮겨진 아픔’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즉 아픔이 소통 가능한 언어로 발현되는 ‘과정’까지 주목함으로써
아픔에 관한 기존의 언어인류학 ‧ 의료인류학적 논의의 지평을 보완하고 확장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첫째, 한의원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아픔에 대하여 어떠한 어휘와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가? 특히 이 연구 질문은 환자
와 한의사 각각이 구사하는 아픔의 통사-의미적 구성에 주목한다. 아픔을 나타
내는 어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한의사와 환자들은 어떻게 아픔의 어휘
를 사용하여 아픔을 표현하는지를 어휘 및 문장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첫 번
째 연구 질문의 목표이다.
(2) 둘째, 환자-한의사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픔은 어떻게 말하여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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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며, 이해되는가? 앞선 연구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아픔의 어휘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아픔의 어휘들이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픔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어휘의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의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픔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해되는지를
탐구한다. 우선 이러한 환자-한의사 간의 의사소통 모델을 도해하고, 연구 참여
자들에 의해서 의사소통의 주요한 요소로 짚어진 아픔을 “보이게 하는(“관
(觀)”)” 문제와 환자-한의사 관계(“관(關)”)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3) 셋째, 언어화 과정을 매개하는 상위 언어적(meta-language) 요소에는
무엇이 있으며, 한의원에서의 아픔은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언어화되는가? 여기서는 아픔을 하나의 신체적 감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감각이 어떻게 언어로 옮겨지는지의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언어화
과정을 매개하는 두 이데올로기를 살피는데, 하나는 한의원에서의 화자들이 언
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정과 관념인 언어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감각 경험과 지각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념이다. 따라서 한의원에
서 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픔이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번역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언어화한 아픔은 진료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
떻게 조정되고 재편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최종적으로 ‘아픔’이라는 개인의 감
각적인 경험에 대한 언어는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으
며, 오히려 언어에 대한 관념과 태도인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의학적 시선, ‘진
료’와 ‘치료’로 일컬어지는 환자와 한의사 간의 상호작용, 이에 포함되어있는 상
황성과 사회적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임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은 언어화를 가리키며, 이는 기의(signified)로서의 아픔과 기표(signifier)로
서의 언어 간의 단순명료한 연결로 보이지만, 그러한 연결의 이면에는 언어에
대한 관념과 태도, 의학적 시선, 환자-의사 관계, 상호작용의 상황성 등이 복잡

8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언어화는 ‘A이면 B이
다’와 같은 관계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언어화되는 ‘아픔’ 역시도 화자마
다 상이할 수 있다. 진료는 화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아픔의 의
미들을 상호 조정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러한 조정에도 한의원이라는 상황과 이
로 인한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념과 태도 등이 이면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본 논문은 의료인류학의 주요 개념인 ‘아픔’에 초점을 두고, 아픔의 언어적 구
성과 실천을 살펴보는 언어인류학적 논의이므로, 의료인류학적 관점이 접목된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관점이 요구된다. 또한 한의학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역
시 본 연구의 한 맥(脈)으로서 짚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언어인
류학을 개괄하고, 논지의 핵심 개념인 ‘언어’와 ‘아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에는 무엇이 있었는
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언어인류학
본 논문이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언어인류학은 인류학의 주된 하위 분과
중 하나로, “문화로서의 언어”(왕한석 1996; Duranti 2003) 혹은 다양한 언어
현상과 사용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언어의 내적 체계와 구조에 대
한 기술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구조 언어학과 달리, 언어인류학에서는 언어
는 물론 언어 사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상 사회의 사회문화적
의미, 문화적 지식, 사회관계 등의 측면에 대하여 논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인
류학은 언어를 사회문화적 행위로 보며, 언어, 문화, 사회 간의 연결을 꾀하여
언어에 대한 학술적 시각을 ‘언어의 내적 체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
어가 사용되는 상호작용적 상황은 물론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맥락까지 확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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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의의를 갖는다(왕한석 1996).
언어인류학의 여러 이론적 패러다임(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왕한석 1996과
Duranti 2003을 참고) 중, 본 논문의 주된 맥을 이루는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은
말의 사용, 즉 ‘말하기(speaking, speech, communication)’에 주목하여 말하기
가 갖는 나름의 유형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에 학문적 초점을 맞춘, 언어인류
학의 주된 이론적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이는 촘스키(Chomsky)와 소쉬르
(Saussure) 등이 바라보았던 체계로서의 언어, 즉 랑그(langue)와 달리, 언어 사
용, 즉 빠롤(parole)에 방점을 둔 것으로, Hymes는 오직 랑그에만 ‘구조’가 있
다는 점을 반박하며 “언어와 마찬가지로 말하기 역시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하
며, 규칙들로 기술될 수 있다”(Hymes 1962: 276)는 점을 강조한다. 즉,
Hymes의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란 “사회적으로 상황 지어진 문화 형태”
(사빌-트로이케 2009: 4)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언어(말하기, 의사소통)와 사회
적 맥락 간의 관계를 “패턴”과 “규칙”을 통해 짚어내려 한 것이다(Hymes
1962: 276)4).
4)

말하기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공동체(speech community): 말의 형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 말의 사용에
대한 규칙과 해석규범을 아는 집단(사빌-트로이케 2009: 21-25), 즉 언어목록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사용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언어목록(verbal/linguistic repertoire): 언어목록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
용에서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형식의 총체”(Gumperz 1964: 283)이다. 언
어목록에는 언어자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언어자원을 사용하는 양식, 태도, 가치,
의미(즉,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된다(언어적 ‧ 사회적 용어로서의 언어목록의 적
용 사례는 Gumperz(1964) 참고).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개인이 속한 언어공동체 안에서 적
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
술(사빌-트로이케 2009: 2, 26-33)을 말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적 ․ 사
회적 규칙과, 상호작용에 대한 공유된 규칙, 그리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바탕
이 되는 문화적인 규칙과 지식을 통틀어서 말한다.
 분석의 단위: 상황(situation), 사례(event), 행위(act)는 의사소통의 기초적인 기술
과 분석을 위한 세 가지의 단위이다(사빌-트로이케 2009: 34-36). 말 상황은 여
러 행위가 “일관된 행위의 형상, 즉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동일한 생태 환
경”(ibid.: 35)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의 맥락이다. 말 사례는 기술을
위한 단위로, 말 상황 속에서 “단일하게 통합된 구성성분의 묶음”(ibid.: 35), 즉
동일한 규칙에 지배되는 말 행위들을 가리킨다. 말 행위는 “단일한 상호작용 기
능”(ibid.: 36)으로, 이는 말 사례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구성성분(‘SPEAKING’ model)(사빌-트로이케 2009: 171-193;
Hymes 1962: 258-260; 왕한석 1996): 의사소통의 기술‧분석에는 구성성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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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es의 새로운 접근법의 제안(Hymes 1962)은 민족지학(ethnography)과 언
어학이 포착하지 못한 ‘말하기(의사소통)’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다. 더불어 언어 그 자체에 대한 내적 분석보다는, “말하기를 본질적인 활동으
로 보고, (말이 사용되는) 상황과 (말하기의) 사용, (말하기의) 패턴과 그 기능
에 대하여 주목”(Hymes 1962: 250; 괄호는 필자가 덧붙임)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말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주목하게 하며, 말하
기 연구가 ‘인류학’ 그리고 ‘민족지’와 연결되는 접점을 마련한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언어인류학은 언어에 대해 보다 상
호작용론적, 기호학적, 구성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시작한다(Duranti 2003:
332-335). 이러한 경향은 언어적 실천(linguistic practice)에 대한 기술과 분석
에 더하여, 그러한 실천과 연결되는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문화적 가치와 관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언어 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에 대한 연구로 이어
진다. 특히 언어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언
어 또는 언어 사용에 대한 관념(강윤희 2004: 24)을 말한다. Silverstein은 언어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이 특정한 언어 구조나 사용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련
의 믿음(Silverstein 1979: 193)으로 설명하였고, Irvine은 이를 언어와 사회 간
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의 체계(Irvine 1989: 255)이며 특히
언어와 사회를 매개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ibid.: 255). 정리하자면
언어 이데올로기는 화자들로 하여금 말과 사회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의 역
할을 하며, 나아가 이러한 연결에 대해서 화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게 하는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완결되며 모두에게 공유되는 어떤 진리값
(truth value)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상상된
것’이자 ‘만들어진 것’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황적이고 부분적이며 이해관계
가 반영되어있는”(Errington 2001: 110 Kroskrity 2004: 496에서 재인용) 특
성, 즉 복합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다(Kroskrity 2004:

한 기술과 분석이 선행되는데(사빌-트로이케 2009: 171), 사빌-트로이케(2009)
는 이러한 구성성분을 “장르,” “화제,” “목적 또는 기능”, “배경”, “화조”, “참여
자”, “전언의 형식”, “전언의 내용”, “행위 순서”, “상호작용 규칙”, “해석규범”으
로 보았다. Hymes(1962)는 이를 8개의 범주로 정리하어, ‘S-P-E-A-K-I-N-G’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범주로는 “배경”, “참여자”,
“목적”, “일련의 행위들”, “어조/태도/예의”, “수단”, “규범”, “장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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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따라서 같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일지라도 연령이나 계급에 따라 다양
한 언어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언어 이데올로기 개념은 언
어와 사회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연결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하고, 나아가 이
러한 연결 과정의 문화적 특수성과 구성됨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
적 개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언어인류학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과 언어가 사용되
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괄하여 아픔의 언어화를 고찰해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기술과 분석의 대상으로 언어와 사회를 포괄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관점이
나, 언어와 사회적 측면의 ‘연결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언어 이데올로기 개념은 아픔의 언어적 구성과 그 소통에 모두 관심을 두는 본
논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언어와 아픔
아픔과 언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미 언어로 옮겨진 아픔’에 초점
을 맞추어, 이러한 아픔이 어떻게 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는지에 주
목해왔다(가령, Frake 1961; Kleinman 1988; Frank 1995; Capps & Ochs
1996; Greenhalgh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비단 질병과 같이 병리생리학적으
로 규정된 몸의 상태로서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비정상성에
속한 몸의 상태나 개인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고통까지 아픔으로서 조명하
고 있다. 이러한 아픔은 질병의 명칭체계, 분류법, 서사(narrative), 이야기하기
(storytelling) 등을 통해서 논의되었는데, 연구의 초점은 질병에 대한 문화적 지
식을 기술하거나, ‘개인에 의하여 말하여진 아픔’을 통해 비정상성이나 병리적
인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거나, 혹은 아픔에 대한 개인의 실천
적 측면을 탐구하는 부분에 맞춰졌었다.
아픔과 언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아픔의 어휘적인 차원에 주목한 인지 ․
언어인류학적 연구로는 Frake(1961)가 있다. Frake(1961)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Mindanao)섬 삼보앙가(Zamboanga) 반도에 거주하는 수바눈(Subanun) 족이
가진, ‘질병(disease)’ 개념과 명칭을 인지인류학적으로 분석한다. Frake는 수바
눈 사회에서 통용되는 총 186가지의 병명을 수집하여, 이를 서로 다른 대조의
차원에 따라 위계적으로 정리하고, 또한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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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ke 1961: 196-198). 이러한 연구는 질병 개념과 명칭에 대한 문화적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질병에 대한 언어적 범주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
한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고자 한 언어인류학적 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
Frake의 연구(1961)가 아픔의 어휘와 그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조명하였다면,
Capps와 Ochs(1996)는 아픔의 서사(narrative)에 주목한다. 이들은 ‘광장공포증
(agoraphobia)’을 앓는 여성의 서사 혹은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공포에 관
한 문법(grammar of panic)과 서사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공포(panic)의 개
념이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Capps와 Ochs에 따르면, 서사는
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개인이 그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언어적 실천이다(Capps & Ochs 1996: 13). 이러한 서사에서 중시
되는 것은 서사 속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진위여부보다는, 그러한 말
해진 사건들이 갖는 연속성과 일관성(ibid.: 15)이다. 따라서 서사 속에 나타난
삶이나 사건의 진리값을 논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재해석하였는지, 개인은 그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서사는 개인이 생각하는 ‘나(self)’,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위치한 세계에 대해 구축하는 하나의 ‘이론(theory)’이 된
다(ibid.: 21).
서사가 갖는 일관성, 연속성, 논리성은 그러한 서사가 주인공이 겪는 행위, 환
경, 생각, 느낌 등을 연결하는 ‘이야기의 구조(plot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아픔의 서사에 적용해볼 때,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는 개인이
어떻게 아픔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
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Kleinman et al.(1978)의 설명 모델(explanatory
model 혹은 EM) 개념과 연결된다. 여기서 설명 모델이란 개인이 자신의 아픔
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해석(Brown et al. 2010: 9)을 말한다. Kleinman et
al.(1978)에 따르면, 설명 모델은 병에 대한 원인론(etiology), 증상의 시작, 병
리생리학(pathophysiology), 아픔의 격렬함(severity), 치료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련의 믿음(a set of beliefs)을 말한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Capps와 Och의 연구가 아픔에 관한 말하기를 서사 분석
의 수준에서 나아가 정교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광장
공포증 환자인 서사자(narrator)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구조와 어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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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공포에 대한 문법을 자세히 기술한다(Capps & Ochs
1996: 56-77). 이들은 서사자가 사용한 어휘나 표현이 공포의 어떤 측면을 지
시하는가에 따라서 비정상성의 문법(grammar of abnormality)과 무기력함의
문법(grammar of helplessness)으로 큰 유형을 나누며, 각 유형을 나타내는 문
법적인 표지체(markers)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기술 ․ 분
석한다.
이 연구(Capps & Ochs 1996)는 광장공포증이라는 특정한 아픔의 사례에 주
목하여, 개인의 세계가 이러한 아픔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서사라는 특
정한 장르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다. 비록 Frake(1961)와 같이 특정한 사회 전
반에 대한 아픔과 언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Capps와 Ochs(1996)는 아픔
을 다룬 서사를 이야기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어휘와 문법의 차원까지 세밀하
게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
서 아픔과 언어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찰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의료인류학의 영역에서, 아픔의 말하기는 병 서사(illness
narrative)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Kleinman 1988; Garro & Mattingly 1994,
2000; Frank 1995; Greenhalgh 2012). 서사에 집중하는 연구들은 아픈 몸과
체현된 질병 경험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몸과 경험을 아픈 사람들의 서사를
통해 포착하려고 한다. 따라서 차트에 담긴 환자의 병력이나 의학적인 분석으
로 포착되지 않았던 병의 경험과 삶의 문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Garro &
Mattingly 2000: 8-9). 또한 병 서사에 대한 이러한 서사가 의사와 환자가 협
동하여 구성한 공동 작업임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서사의 주체로서 ‘환자’
에 주목한다. 이는 환자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사회적 담
론이나 질병 그 자체에 의해 삭제되거나 주목되지 않았던 환자들을 ‘주체’로서
드러낸다는 의의를 갖는다(Frank 1995; Greenhalgh 2012).
이처럼 병 서사에 주목한 의료인류학적 연구들은 서사라는 장르를 통해 아픔
을 개인, 주체성, 체현, 구조적 담론, 사회적 고통 등으로 연결시켜 다각적인 논
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러한 연구들에는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한 강조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아픔을 지시하거나 지표하는 언어적 형태
와 그 사용에 주목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결하여 논한다기보다, 개인
의 서사를 통해 병의 경험과 병의 의미에 대해서 재고하거나, 사회구조적인 힘
이 어떻게 개인의 ‘몸’을 통해서 개인과 연결되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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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개인의 경험과 실천을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아픔에 관한 어휘 체계나 특정 장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는 달리,
Goodwin(2000, 2003a, 2003b)은 보다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 주목하여
실어증(aphasia) 환자의 말하기와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
구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communicative modality), 즉 통사적인 자질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몸짓(gesture), 시선(gaze)과 한정된 어휘들—여기서는
“예(yes)”, “아니오(no)”, “그리고(and)”—을 통해서 실어증 환자와 보호자가 복
잡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지에 주목한다.
Capps와 Ochs(1996)의 연구가 공포를 지시 ․ 표현 ․ 해석하는 개인의 문법과
서사에 주목하였다면, Goodwin의 연구들(Goodwin 2000, 2003a, 2003b)은 아
픔의 당사자가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상황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짜고 의미를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소통해나가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이 연구들이 아픔이나 고통을 지시하는 언어적 형태와 체계에는 주목하지 않았
지만, 소통의 장애를 가진 개인이 참여하는 상호작용을 논의의 전면으로 부각
시키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구사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언어-비언
어의 넓은 스펙트럼 상에서 기술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언어와 아픔에 주목하되, 보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의 한
장르로 ‘의료 담화(medical discourse)’ 연구가 있다. 의료 담화란, 치유
(healing), 치료(curing), 치료법(therapy)에 대한 담화와, 고통(suffering)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과 관련 있는 언어 이데올로기를 말한다(Wilce
2009: 199). 따라서 의료 담화는 의료 기관에서 발견되는 담화뿐만 아니라, 보
다

넓은

의미에서

치유와

관련된

샤먼의

연호(連呼)나,

생의학적

지식

(biomedical knowledge), 입원 신청서와 같이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양
식들, 점술(占術)의 텍스트 등을 아우르게 된다(Kuipers 1989: 99). 또한
Kuipers에 따르면, 의료 담화 연구들은 과학적 세계에 대한 관점, 특히 과학 및
의학적 진리와 지식이 변화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ibid.). 즉 의료 담화
연구에는 의료 지식이 어떤 절대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
성되고 상징적으로 매개된다는 관점(ibid.)은 물론,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문화
(culture as discursively constituted)의 관점(Wilce 2009: 200)이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보다 한정된 의미의 의료 담화, 즉 의료의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제반의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의료 담화’를 고찰한 여러 연구들을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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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의료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의료 담화에 주목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에
그 이론적 기틀을 두고, ‘상호작용 분석 시스템(interaction analysis systems)’과
같이 의사-환자 의사소통의 특징들을 정해진 범주에 맞춰 분류하고 수량화함으
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Heritage & Maynard 2006a:
1-8; Ong et al. 1995: 905-907). 이러한 분석 방법은 언어가 정보전달이나
정서적 표출과 같은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며, 의료 대면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정해진

기능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수량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Ainsworth-Vaughn 2001: 453).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상호작용의 내용,
맥락, 사회적 의미와 특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족지적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민족지적 방법은 실제적인
언어 행위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의료 담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의료 담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
석하고자 할 때, 민족지적 방법은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위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해, 해석,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의료 담화 연구는 지시적 접근(referential approach), 후기구조적 접
근(post-structural approach), 상호작용적 접근(interactional approach) 등 다
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Kuipers 1989; Heritage & Maynard 2006a;
Wilce 2009), 이 중 본 연구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가령, Frankel
1983; West 1984; Heath 1986)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은 상호작용으로서 의료 담화를 고찰하며, 면대면 상호작용과 대화의 순
차적

정형화(sequential

patterning)를

중심으로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 기법을 통해 의료 담화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적 상호작용, 즉 대화 자체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의 내적 구조와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권위 행사의 문제
(Frankel 1983)나 환자와 의사 간 권력 관계에 미치는 젠더의 영향(West
1984) 등을 조명한다.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은 관찰된 상호작용의 내
적 구조를 기록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선행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 사회의 의료 담화 연구는 서양이 지난 30년 간 의료 현장에서의 상호작
용과 의사소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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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황이 아직 시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진료 상
황에서 벌어지는 환자-의사간의 의사소통에 주목한 소수의 연구들은, 의료 현
장에서의 환자-의사간의 말하기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
적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대한의료커뮤
니케이션학회 2012; Park 2009). 즉,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 개선에 대한 인식
은 계속적으로 공유되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연구는 기계적인 제언이
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연구로써 그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의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 담화에 대한 선행적 연구로는 의학 ․ 간호학, 의학교육, 언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
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란 의
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환자-병원 간의 불통과 불만에 대한 지적을 말
한다. 과거에 비해 의료정보 및 서비스가 보다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였
고, 의사-환자 간의 관계가 점차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진료 및 예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는 것이다(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3-6).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화는 오진의 가
능성을 줄이고, 진료 성적을 향상하며,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높은 경제성으
로 이어짐(유형준 ‧ 이형석 2007: 115-116)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의료 대화
능력의 향상을 모색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환자의 발언권을 존중해줌으로써 환
자 중심적인 대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주로 이루어졌다(박용익
2014; 백미숙 2010; 전민영 2012). 이 밖에도 의사와 환자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박용익 2006; 서민순 2007; 진제희 2006)와 간호사와 환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황은미 2007)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환자-의사 의사소통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주된 독자
는 ‘의료인’에 한정되며, 그 문제의식 역시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원활한 의료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꾀하는 데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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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외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의료 대화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한 연구들(김금하 2009; 박유정 2008; 전혜영 2014; 진제희 2006; Park
2009)이다. 즉, 의료 대화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화들의
내적 구조는 어떠한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김금하(2009)는
의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총 14가지의 의료 대화 유형을 밝히고, 대화참여자
에 따라 10가지의 상황별 의료대화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실제
적 의료 상황 속에서 수집된 자료 외에도, 보완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및 교
과서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료 담화 중에서
도 의료 ‘대화’의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의료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진제희(2006)와 전혜영(2014)은 의료 면담과 의료진의 어휘와 표현에 대한 실
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제희(2006)는 종합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집된 2시간가량의 의료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면
담의 기능단계별 대화이동연속체를 분석하고, 대화연속체 내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행위적 불균형이 일어남을 밝혔다. 전혜영(2014)은 수련의(intern)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지칭, 명칭,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수집하고, 수련의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에 대한 조어(造語) 원리를 논한 바
있다.
박유정(2008)과 Park(2009)은 한국의 일차 진료(primary care)의 현장에서 벌
어지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은 한국의 일차 진료 현장에서의 의사-환자 간의 상호작용의 주요 특성
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치료 중심적인 주제
를 중심으로 단조로운 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유정(2008)과 Park(2009)은
논의의 초점이 의사의 질문 전략과 의사-환자 간에 오고가는 질의에만 맞춰져
있다는 한계를 갖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집된 풍부한 대화 자료를 바탕으
로 논의를 펼치며, 더불어 한국 사회의 의료 현장이 갖는 문화적 맥락을 논의
의 주요 지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의료 담화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연구의 초점은 전문 의료진
이 어떠한 화법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보다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에 맞춰지게 된다. 비록 실제적인 의료 면담의 언어 자료가 기술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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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되더라도,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의료 담화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
는 것보다는 의료 상담 및 면담 기법의 개발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교육 외에 초점이 맞추어진 의료 담화 연구들은 의료 대화 자체에 대한 사회언
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적인 대화 자
료를 수집하여 대화 분석 기법을 통하여 의료 대화의 내적 구조를 면밀하게 기
술하고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대부분 사례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마저도 생의학적 배경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아픔에 대한 언어적인 구성 과정을 강조하고자 한다. 감
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데에는 언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Classen 1997;
Majid & Levinson 2011; 강윤희 2015). 왜냐하면 감각은 신체생리학적 과정
을 통해 지각하고 인지하게 되지만, 하나의 경험으로서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아픔의 신체감각
적인 특성과 이에 대한 언어적 구성에 무게를 실어, 아픔이 언어로 옮겨지고
소통되는 과정적이며 미시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언어로 옮겨진
아픔’이 아니라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담화에 주목한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언
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내용, 배경, 맥락 등을 함께 총
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민족지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는 병원에
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유형과 구조를 논하는 데에 집중하고 대화 혹은 면담 기
법의 개발과 제언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맥락과 배경, 그리고 한의학이라는 제도적인
배경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언어인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아픔이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에 도달하고
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3) 한의학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의료인류학은

건강에

대한

은유,

의미,

표상(representation),

변환

(transformation)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주목한다(Kleinman & Petryna 2002:
6495; Brown et al. 2010: 14). 이러한 의료인류학적 연구들은 건강 개념과 건
강에 관련한 실천들을 구성하는 지역,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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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의료(Rivers 1924)가 특정 사회와 문화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
되는지를 조명한다. 이처럼 문화마다 사람들이 건강, 질병, 치유를 어떻게 정의
하고 이해하며 실천하는지에 주목하는 의료인류학의 한 하위 분야로 민속 의료
(ethnomedicine)가 있다(Brown et al. 2010: 9-10; Quinlan 2011: 381-382).
이러한 의료인류학의 연구 동향을 참고해볼 때, 한의학(韓醫學)에 대한 인류학
적 연구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연구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한의학은 전통의료, 전통, 근대성(modernity), 과학, 몸, 세계화
등 동시대 인류학의 주요 주제들을 새로운 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인류학적
현지로서의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김태우 2013, 2014).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학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이다(김태우 2013, 2014; Na 2012). 현재까지 진행된 한의학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크게 ‘전통 의료’로서 한의학을 바라보는 연구(박경용 2009, 2011), 한
의학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김태우 2013; Kim 2014; Han 2015), 한의학
과 ‘과학’의 만남에 관한 연구(Kim 2007, 2009)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전통 의료’로서 한의학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연구로는 박경용(2009,
2011)이 있다. 박경용(2009, 2011)은 총 40~60년을 한방업에 종사해 온 원로
한약업사 및 한의약업인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과 일상, 전통 의료의 지식 ․ 경
험 ․ 기술 등을 그들의 구술로써 기록하였다. 이 연구는 원로 한약업사 및 한의
약업인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전통의료 문화사를 조망
할 수 있는 일종의 민속 의학적 민족지이자 구제 민족지(salvage ethnography)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업들은 원로 한의약업인들의 ‘삶’과 더불어 ‘일
상’ 혹은 ‘생활 경험’에 특히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의약업자로서의 일상과 경험
지식을 생애사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한의학적 의료 실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대부분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의료 실천 혹은 전반적인 의료 실천이 어떤 의미와
양상을 보이는지를 탐구한다. 이 중, 김태우(2013)와 Kim(2014)은 고전적인 의
서(classical text)에 대한 현대 한의학적인 실천을 통하여 과거와 오늘, 전통과
현대, 의서와 의료 실천 간의 관계를 논한다. 김태우(2013)는 한의사들의 학술
및 임상 단체 중 하나인 소문(素問)학회를 대상으로,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및 사회적인 실천들과 고전 의서인 소문대요(素問大要) 간의 관계를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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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슷한 맥락에서, Kim(2014)은 고전적인 의서가 동시대의 한의학에서 중요
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의서를 토대로 한 계속적인 해석과 실천을 통하여
과거의 전통을 현대의 맥락 위에서 (재)구성됨을 논한다.
한편, Han(2015)은 특정한 한의학적 실천에 집중한다. Han(2015)은 진맥(診
脈; pulse diagnosis)에 초점을 맞추어, 동시대의 한의학의 역사 및 문화적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 진맥이라는 의료적 실천을 의료사(史) 및 의료인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인류학적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의 방
법론을 통해 진맥이 교수되는 방식, 진맥 경험에 동원되는 방법과 도구들, 진맥
경험이 표현되는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학에서의 “앎의 방식(a
way of knowing)”(Han 2015: 5)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의 한의학, 혹은 한의학과 과학의 만남에 관
한 연구로 Kim(2007, 2009)이 있다. 비록 사회학적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인류학의 참여관찰 방법론을 사용한 Kim(2007, 2009)의 연구는 동시대의 ‘세
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의학이 과학적 논리에 의해 (재)구성되는 일면을 ‘한
의학 실험실’을 토대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 대한 일련의 인류학적 연구들은 대부분 한의사 혹은 한의
학 연구원과 같이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오늘날의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 한의학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한의학적 이론이 어떻게 현재의 상황과 맥락
에서 한의학적 의료 실천과 접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는 중의학
(Chinese Medicine)에 대한 일련의 의료인류학적 연구(가령, Farquhar 1994,
Zhang 2007 등)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의원’이라는 의료 현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한의학에 주목한
인류학적 연구의 흐름 속에 위치지어질 수 있다. 기존의 인류학적 연구들은 주
로 고전적 한의학 의서의 현대적 해석이나 한의학적 실천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논의를 전개하거나, 전통의료와 민속학의 관점에서 한의학적 연구를 진행하였
다. 비록 한의학적 의료 실천과 한의원에서의 언어 사용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은 보다 ‘언어’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특히, ‘아픔’이라는 의료인류학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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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국의 의료는 그 제도적 특징으로 ‘의료이원화(medical dualism)’를 하나의
독특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의료는 전통 의료인 한방
(韓方)과 현대의료인 양방(洋方)이 법적 ․ 제도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갖
는다. 양방의학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은 교육, 연구, 의료보험의 적용, 모든 수
준의 진료 및 시술, 국가 차원의 행정 관리와 규제 등의 측면에서 제도화된 의
료로서 인정받는다(조병희 2006: 333). 따라서 ‘의사’는 크게 서양의학을 기반
으로 한 ‘의사’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사’로 나뉜다. 또한 의료 기관 역
시 ‘의사’들이 속한 ‘병원’ 혹은 ‘의원’과, ‘한의사’들이 속한 ‘한방병원’ 혹은 ‘한
의원’으로 구분된다. 법제적 구분 역시 이와 유사한데, 대한민국 의료법 상 ‘의
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를 말하며,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뉜다(의료법 제 1조, 제 3조).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의학적 의료 현장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인 ‘한방병원’이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의료 행위의 대상인 환자의 성격(즉, 외래환자인가 혹은
입원환자인가)과 기관의 조건(즉, 30개 이상의 병상시설이 갖추어져있는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시행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간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다(의료법 제 3
조의 2).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재단화 혹은 법인화 추세에
따라, 한방병원과 한의원 역시 의료 재단이나 법인에 속해있는 경우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의원(clinic)으로 다시금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한방병원과 한의
원이 전국 및 해외에 ‘분점(branch)’ 형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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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료법이나 약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처방된 한약을 제조하고 운송하는
탕전원(蕩煎院)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한의학적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한의원
과 한방병원을 모두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여 다현지조사(multi-sited research)
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개인 한의원인 ‘약초 한의원’(가
명)을 중심적인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였고, 서울시 소재 한방병원인 ‘허준 한방
병원’(가명)과 서울시 소재 한의원인 ‘동무 한의원’(가명)을 보충적인 연구 대상
지로 선택하였다. 이 중, 허준 한방병원과 동무 한의원은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
는 의료 기관이며, 두 기관 모두 전국과 해외에 분점을 두고 있는 큰 규모의
의료 기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실시된 국가 통계에 따르면,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인구
중 대다수인 86.5%가 한의원을, 8%가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2014).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료 업종 중에서 한의원이 업체 수(12,446개사) ․ 종사자
수(47,130명) ․ 매출액(39,634억 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한국한
의학연구원, 한의약사업실태조사 2013). 이러한 국가적 통계 자료는 곧 한국 사
회 내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 중 한의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
들 역시 주로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약초
한의원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나머지 두 군데의 조사 대상지를 보충적으로 조사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자가 약초 한의원을 중심적인 연구 대상지로 선택한 데에는 약초 한의원
이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정형화된 한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이다. 약초 한의원은 2004년 강원도 춘천시에 개업하여 운영되고 있는
“동네 한의원”이다. 약초 한의원은 일반 상가 건물의 한 층에 다른 업소들과 자
리하고 있으며, 대기실과 접수 ․ 수납창구가 합쳐져 있는 작은 로비, 진료실, 침
구실, 탕약실로 구성되어있다. 의료진 역시 총 2명의 한의사가 ‘원장’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4명의 간호사가 접수 ․ 수납 ․ 치료를 보조한다. 약초 한의원은 한
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 통증클리닉 ․ 비만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약초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중 ․ 노년층의 경우 통증환자와 감기와
같은 내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고, 이 외에도 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환
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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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한의원 외에 연구자는 한방병원 한 곳과 한의원 한 곳을 보충적인 조사
지로 설정하였다. 허준 한방병원은 약 60여명의 한의사와 50여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형한방병원으로, 총 11개의 진료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허준
한방병원은 척추치료를 전문으로 하지만,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
한방신경정신과 ‧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 사상체질의학과 등의 진료도 함께
진행하며, 외국인진료를 위한 국제진료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다. 병원의 운영과
구성 조직 역시 여러 기획부 ․ 교육연구부 ․ 홍보부 ․ 행정부 ․ 진료부 등으로
분업화 ․ 전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진 이러한 조직구조를 보이는데,
한의사의 경우 이사장 및 병원장 ․ 의무원장 ․ 의무상담원장 ․ 의료상담원장 ․
연구원장 ․ 병동관리원장 ․ 원장 ․ 학술연구부장 ․ 교육수련부장 ․ 한의사 등으로
분화되어있으며, 간호사 역시 주임간호사 ․ 상담간호사 ․ 병동 및 외래 간호팀으
로 분화되어 운영된다. 특히 허준 한방병원은 양 ․ 한방협진센터를 통해 X-ray,
MRI, CT-scan 등 영상진단장비를 통한 검진과 진단을 시행하며, 이를 기반으
로 질환의 유무와 양상을 파악하여 약침과 추나 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를 수행
한다. 허준 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두 한의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연구자가 참관을 진행했던 병원의 경우, 복수의 병
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관 및 내부 전경 역시 중대형의 양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연상하게 하는 넓은 로비, 수납 및 접수처, 카페가 있었고 로비의
한 벽면에는 각 층별에 위치한 여러 클리닉과 센터들이 안내되어있었다.
이와 달리 동무 한의원은 한 분점 당 1~3명의 한의사가 진료하는 형태로 운
영되고 있었고, 각 지점 당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른 한의원이나 한
방병원과 다르게, 동무 한의원은 한방소아과를 특화하고 있으며, 영아부터 청소
년에 이르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전경 모두 ‘병원’의 인상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대기실에는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뽀롱뽀롱 뽀로로’나 ‘라바’와 같이 아동들이 즐겨 보는 교육용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어 있었다. 한의사, 간호사, 의료 코디네이터들의 복장 역시 다
른 두 기관과는 상이하였는데, 동무 한의원에서는 아동들에게 위화감이나 공포
심을 주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쉽
게 접할 수 있을 법한 친숙한 캐릭터들이 그려진 앞치마와 가운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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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15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행한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현장 연구의 장소는 위에서 소개한
세 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며,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이 분석하는 수집된 자료는 총 83시간 분량
의 녹음파일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한 자료, 연구자의 필드노트, 연구 참여자의
동의 아래 사진기로 찍거나 스케치했었던 한의원 내의 여러 풍경과 같은 시각
자료이다.
연구자는 2015년 2월에 허준 한방병원과 약초 한의원으로부터 연구 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4월에 동무 한의원으로부터 연구 허가를 받았다. 2015년 1월
부터 3월까지 동무 한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1~2회씩 예비조사(pilot
study)를 진행하였으며, 연구허가를 받은 뒤인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
월 동안 본조사를 진행하였다5). 2015년 4월에는 8회에 걸쳐 허준 한방병원에
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동무 한의원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
다. 약초 한의원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10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후 필
요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충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진료 참관”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한
의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의료 실천들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연구자가 비(非)의료인의 신분이기에 실제 한의사들이 행하는 의료 실천에 직
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다. 연구자는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에게 “관찰자(선
생님)”, “연구하시는 분,” “진료 참관 오신 분”, 혹은 “말하기 공부하는 선생님”
으로 소개되었고, 이러한 신분으로서 의료 실천의 현장에서 관찰만을 수행하였
다. 진료 참관은 지정된 두 종류의 공간, 즉 (a) 진료실과 (b) 침구실 ․ 치료실
에서 실행되었다.
진료 참관에서 연구자에게 요구된 사항 중 가장 주의해야 했던 점은 한의사들
의 진료 및 시술 등에 방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과, 의료 실천
의 상황 속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진료실 혹
5)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1504/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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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침구실 내에서의 연구자와 한의사 간에 적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함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존재 자체가 진료 및 치료의 상황에서 환자
로 하여금 낯설음과 불안함을 야기하여, 종국에는 원활하지 못한 진료와 치료
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복수의 현직 한의사
들의 조언 아래, 연구자의 성명과 소속이 자수로 박힌 의사 가운을 구입하여
진료 참관을 하는 내내 착용하였다. 또한 진료 참관의 일정을 사전에 한의원
측과 논의하여, 연구자의 존재가 있음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그
림 2와 같이 진료실 및 침구실 내에서 연구자가 최대한 한의사-환자의 상호작
용의 시야의 주변부에 위치하되,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연구자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각 현장의 모서리 부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진료 및 치료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

[그림 1] 진료 참관 당시 연구자의 위치
(좌: 진료실, 우: 침구실, 약초 한의원 참관의 예)

심층 면담은 총 11명의 한의사와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식 · 비공식적
심층 면담, 서면 면담, 그룹 면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환자들과 진행된 면담
은 모두 공식적인 심층 면담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직접 환자들과 면담의 시간
과 장소를 정한 후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환자와의 면담은 1시간~2시간이 소
요되었으며, 차후에 보충적인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30분~1시간에 걸친 보충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한의사의 경우, 진료 참관 중 대기하는 환자가 없는 시간 동안에는 비공식적
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진료 외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공식적인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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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두 경우의 면담 모두 1:1 개별 면담의 형식이었으며,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비공식적인 심층 면담은 모두
진료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인 심층 면담은 한의사의 진료실이나 조용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를 표한 한의사들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자가 현
장에서 진료 참관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와 도움을 주었다. 그
러나 한 편으로 이들은 의료의 현장에서 수집되는 자료에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크게 걱정하였으며 연구에 앞서 이에 대한 익명화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진들의
입장에 공감하였고, 환자 및 의료진들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한다는 약속을 한
뒤 연구를 허가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한의사들과 환자들의 대화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되었으며, 녹음되어 전사한 모든 자료 중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 나이, 성
별, 거주지, 가족관계, 구체적인 질병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하
거나 연구의 신뢰도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과의 동의 아래 녹음이 된 경우일지라도, 차후에 연구 참여자가 자
료가 사용되기를 원치 않았던 경우에는 녹음 자료를 논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몇몇 연구 참여자의 경우, 녹음과 자료의 사용에는 동의하였지만 자료 중
몇몇 부분은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 연구자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녹음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자료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녹음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경우나,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진
료 참관에는 동의하였으나 녹음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는 진료를 참
관하면서 수기로 메모를 하였으며, 가능한 한 최대로 상세하게 조사 일지를 작
성하였다. 또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여, 진료 참관이 종료된 직후 약 2시간 동
안 참관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 수기로 수집된 자료의 경
우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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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족지적 배경: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일상

1. 세 한의원6)

본 연구는 총 세 곳의 한방 의료기관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자가 중심적인 연구 대상지로 선택한 약초 한의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
한 “동네 한의원”이다. 동네 한의원은 개인이 “우리 동네”로서 인지하는 물리적
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전 검사 혹은 서류 없이 ‘아플 때 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을 말한다. 약초 한의원은 2004년에 개원하
여 10년 이상 현재의 위치에서 동네 한의원의 입지를 다진 한의원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한 상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여느 동네 한의
원와 마찬가지로 약초 한의원 역시 장년 및 노년층 환자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아이들의 열감기를 봐주는” 한의원임을 강조하듯 유아와 청소년층의 환자 역
시 상당수 방문한다.
흥미로운 점은 약초 한의원이 ‘우리 가족 주치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초 한의원이 동네 한의원으로서 10년 이상, 특별한 위치의 변동 없이
운영되어왔다는 점은 이곳 한의원이 ‘우리 가족 주치의’로 거듭나는 데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였다. 우선 약초 한의원에는 유아 및 청소년층의 환자를 중심으
로 2~3세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내원한다. 예를 들자면, 소화기 문제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는 식습관 및 눈 가려움증의 문제를 호소하는 손자와 함께 내원
하여 진료 받기도 하였으며, 열감기로 내원한 자녀들이 진료를 받은 후에 아이
들의 어머니가 발성 문제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약초 한의원의 ‘명
성’은 소위 ‘입소문’을 타고 내원한 동네 환자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
로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약초 한의원을 “약초동(가명)을 휘어잡고 있는 한의원”
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알고 보면 옆집 약초동 누구 엄마 다 약초한의원에 다
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6)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관의 명칭(약초한의원, 동무한의원, 허준한방병원)들은 연구자에
의해 가명으로 처리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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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한의원이 ‘우리 가족 주치의’로 거듭날 수 있었던 또다른 배경으로는 약
초 한의원 원장이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전화를 진료
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아
이가 열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적혀있는 약초 한의원 원장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약초 한의원의 원장은 진료 시간에 상관없이 아
이가 보이는 작은 증상에도 실시간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한다. 약초 한의
원은 ‘아프면 언제든지 바로 갈 수 있는 동네 한의원’인 것이다.
약초 한의원의 의료진은 대표 원장과 원장으로 구성된 한의사들과 네 명의 간
호사로 구성되어있다. 통상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한 6일 동안 운영되며, 일반
적인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를 제외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진료 시간이 정해져있다. 한의원의 일과는 진료 마감
이후 강 선생과 유 선생이 환자의 처방을 정리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통상 오
후 8시 경에 비로소 그 일과가 마감된다.
두 번째 연구대상지로는 동무 한의원이 있다. 동무 한의원은 소아 및 청소년
을 주된 내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감기와 같은 일시적 질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내원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는 진료의 양상을 가지고 있
다. 동무 한의원의 대기실, 책자, 기사 등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 주치
의” 혹은 “내 아이 한방 주치의”로서의 동무 한의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아이’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동
무 한의원의 진료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무 한의원의
상당수 환자들은 감기나 알레르기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 및 체력 보강 등 “관리”를 목적으로 내원하기도 한다.
동무 한의원이 약초 한의원과 변별되는 지점은 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특징 외에도, 수십 개의 분점을 갖춘 법인 형태의 한의원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에 위치한 분점으로, 여기에는 세 명의 대표
원장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대표 원장이 진료와 치료를 전담하며,
나머지 대표 원장은 “특진”을 담당하고 있다. 동무 한의원은 일주일 중 5일을
진료하며, 일반적인 한의원과 유사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진
료 시간이 정해져있다. “특진”은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보통 지
정된 시간에 이루어진다.

29

마지막 연구 대상지인 허준 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이곳에서는 나
머지 두 연구 대상지와는 사뭇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허준 한방병
원이 수 년 간 척추 질환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치료했다는 ‘전문성’을 이곳
병원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동무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연
구자는 허준 한방병원 역시 병원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책자, 홍보 동영상, 기사
등으로부터 병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반복되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허준 한방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척추 질환”이라는 한
분야만을 치료해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방병원이며, “과학적”이며 “임상
적”인 방법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었고, 이를 토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방병원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허준 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바탕으로 진료 및 치료를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다른 두 한의원과는 의료적 실천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
한의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준 한방병원은 “전통적인 한의원과는 다르게 현대
적이고 서양의학화 된 액팅(acting)”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의원보
다 더 세분화되어있는 의료 절차와, 그러한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간들이
따로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분업화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허준 한
방병원은 척추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척추디스크센터”, 교통사고 상해자가 내
원하는 “교통사고클리닉”, 한방내과 및 기타 질환을 담당하는 “웰빙건강센터”,
그리고 질환 진단을 담당하는 양방의원 등으로 분업화되어있다. 각 센터는 다
시금 세부적인 질환에 따라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재활의학과 등으로
분화된다. 진료 과목의 분화는 병원의 공간에도 반영되는데, 각 센터가 한 공간
을 공유하지 않고 센터별로 다른 병동과 층을 사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상이한 성격을 가진 세 곳의 한의학 의료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상적’ 풍경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일
상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시간과 공간의 패턴과, 이러한 일상을 이루고 있는 의
료적 실천이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이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시간과 공
간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천들
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핌으로써 연구 대상지의 ‘일상’을 도해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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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원의 일상: 시간과 공간

한의원의 일상은 개별 한의원마다 정해져 있는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반복된
다. 진료 시간은 일주일을 기본 단위로 하여 공고되는데, 이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휴진일’로 구성되어 있다. 약초 한의원과 허준 한방병원의 경우 이러
한 진료 시간의 패턴을 보이지만, 동무 한의원의 경우 대표 원장이 예약 환자
를 따로 받아 진료를 보는 “특진”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성되기도 한다. 한의원
의 하루와 그 끝은 ‘진료 시간’에 공고된 개 ․ 폐장 시각으로 구획되며, 이는
‘오전진료’, ‘점심시간’, ‘오후진료’로 구성되어있다.
한의원의 하루는 다시금 수많은 ‘진료’와 ‘치료’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있다. 진
료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정도 진행되며, 이는 한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
에 대해 투자하는 시간이다. 상당수의 한의사 제보자들이 진료 시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지점은 “한의원에서는 30초/3분 진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한 명의 환자에게 제한된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가며 면밀하고
친절하게 살피고 대화한다는 것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진료 실천에 대하여 가
지고 있는 큰 자부심 중 하나였다. 또한 한의사들은 진료와 별개로 침 치료나
부항 치료와 같은 치료를 수행해야하는데, 한의사들은 이러한 한의학의 특성이
“양방병원과 달리 한의사가 환자에게 상당한 시간 투자를 하는 배경”으로 보고
한다. 따라서 개별 진료나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환자와 한의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은 개별 환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의원의 전체 공간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는
크게 환자가 접수, 대기, 수납을 하는 ‘대기실’, ‘접수/수납’, 한의사와 진료를
보는 ‘진료실’, 그리고 침 ․ 뜸 ․ 부항 등의 치료를 받는 ‘침구실’로 나뉜다. 한
의원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계획이나 설명을 듣는 ‘상담실’이 진료실과
별도로 존재하는데, 동무한의원과 허준한방병원의 경우 “(의료) 코디네이터 선
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었다. 또한
약을 조제하는 ‘탕약실’이 한의원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
제로 약초 한의원의 경우 ‘탕약실’은 침구실 뒤편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보통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대개 ‘대기실’ → ‘진료실’ → ‘침구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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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의 순서로 이동하게 되는데, 재진(再診)의 경우에는 ‘진료실’을 거치지 않
고 바로 ‘침구실’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간 간의 이동은 보통 간호
사들이 환자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기실에 비치되어있는
텔레비전 스크린에 이름 혹은 이름의 일부분을 함께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환자에게 이동 신호가 전달됨과 동시에, 간호사들은 대화 메신저
(messenger)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한의사에게 보고한다. 가령, 환자 ○○이 예
약된 시간에 도착하였거나 침구실로 이동하여 치료 준비가 되었을 경우, 대화
메신저를 통하여 “○○님 레디[ready]” 혹은 “○○님 오셨어요” 등으로 한의사
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한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침구실로 이동할 경우,
대화 메신저를 통하여 “치료 고고[go go]”, “침”, “침 15[분]” 등으로 간호사에
게 자신의 이동을 알린다.
약초 한의원의 경우, 침구실 복도 벽면에 작은 칠판을 비치해두고, 간호사들과
한의사들이 침구실로 이동한 환자들의 번호와 치료 “오더(order)”를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칠판에 적힌 번호는 침구실 내 한의사들의 이동 경로를 구성
하게 된다. 가령, 환자 ○○이 5번 침구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을 때 간호사는
지정된 한의사의 이름 밑에 “5”라고 적으며, 한의사가 치료 후 다른 오더를 내
릴 때에는 “5” 옆에 “물치[물리치료]” 등을 적는다. 이러한 순서와 지시에 따라
한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림 2] 한의원의 공간 구분 (약초 한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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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들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공간은 진료실과 침구실이다. 그림 2에
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공간은 한의원의 전체 공간 중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한의원에 방문하는 주된 목적이자 한의원의 주된 기
능인 의료적 실천이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진료실에서는 환자와 한의사
간의 의료 면담 혹은 진찰이 이루어지는데, 개별 환자에 대하여 할애되는 시간
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진료실이다. 특히 초진(初診)환자의 경우, 진료실
에서의 의료적 실천은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며, 적
절한 치료와 처방을 상담하는 것이 모두 진료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
과 같이 침구실에서의 치료가 익숙하지 않거나 힘든 환자들 혹은 추나(推拏)
치료와 같이 진료실에 비치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진료실에서
간단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침구실은 여러 개의 병상이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분되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간단한 진찰과 함께 치료가 이루어진다. 재진환자의 대부분은
바로 침구실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한의사와 짧은 질의문답을 통해 자신의 상
태를 보고한다. 치료는 주로 침(針)치료, 뜸 치료, 부항(附缸) 치료, 찜질,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일반적인 침, 주사기에 약을 넣어 주사하는 약침과 봉침
치료도 주로 이곳에서 수행된다.
흥미로운 점은, 엄밀하게는 의료적 공간인 침구실에서 사교적이며 친교적인
기능(phatic function)의 말하기가 매우 빈번하게 포착된다는 점이다. 친교적 말
하기(phatic talk)란 화자 간의 유대 관계를 재강화하는 교감적 ․ 사교적 언어
사용을 말하는데,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적 말하기는 한의사가 침치료를
하면서 환자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주제는 대부분 환자의 일상이나 생활 속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한의원에서 빈번하게 관찰된 친교적 말하기의 주제들은 자녀의
진학 및 교육 문제, 육아의 고충, 곗돈 문제, 직장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이야기,
여행을 다녀온 소감, 가족 문제, 갈등이 있는 이웃 험담 등이 있었다. 환자들은
한의사와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친교적 말하기는
치료에 관한 말하기인 ‘의료적 말하기(medical talk)’와 계속적으로 전환되면서
침구실에서의 말하기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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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실천: 진료, 처방, 치료

Farquhar(1994)는 광저우 중의약 대학(广州中医药大学; Guangzhou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수행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중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의 의료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중의학에
서는 외래 환자의 진료 과정, 즉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 행위이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간병(kanbing; 看病)”이라고 지칭한다(ibid.:
45-46). Farquhar는 간병의 과정을 ‘기술(describing) → 분석(analyzing) → 재
표명(re-manifesting) → 검정(qualifying)’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ibid.:
55-57). 이러한 간병 단계는 크게 진찰의 과정(기술, 분석)과 처방의 과정(재표명, 검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간병은 진료 ․ 처방 ․ 치료를 아
우르고 있는 의료적 실천임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는 중의학의 ‘간병’ 개념에 꼭 맞게 대응하는 단일 명칭을 가지고 있
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는 의료적 실천으로 “진료(診療)”, “처방(處方)”, “치료
(治療)”를 수행하며, 이를 통틀어 “진료”라고 부른다.7) 특히 이 세 가지 의료적
실천들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다. 또한 한의원의 시공간은 이 세 가지 의료적 실천을 통해 그 내용과 의미가
구성된다. 가령, “진료실”은 좁은 의미의 “진료”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의원의 “진료 시간” 역시 표제어로서 “진료”가 이루어
지는 시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료는 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일정한 패턴
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7) 심층 면담을 진행했던 한의사 A는 “간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진료”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한의사마다의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가령, “치
료”를 중시하는 몇몇 한의사들은 “간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강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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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진료의 과정 (1): 진료실에서의 진료의 과정

[그림 4] 진료의 과정 (2): 침구실에서의 진료의 과정

우선 진료는 크게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와 “침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초진환자,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환
자, 혹은 오랜만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후자
는 대개 재진환자에게 적용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진료실”과 “침구실”
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한 도식화이다.
진료의 시작과 끝에 대한 경계는 명확한데, 이는 “인사”와 함께 진료실 안팎으
로 환자가 이동하거나, 한의사가 침구실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 경계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및 한의사의 이동과 그들의 “인사”는 진료의
경계를 나타내는 언어적 ․ 비언어적 신호(signal)이다. “진료”는 다시금 “진찰(診
察)”, “변증(變/辨證)”, “진단(診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세 과정이
바로 시작과 끝의 “인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진료를 이루는 다양한
실천들은 “진단-치료(diagnosis-treatment pivot)의 구조”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특성(Farquhar 1994; Han 2015)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실
천들은 실제 현장에서 중첩되거나 그 순서가 변동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생략되는 일종의 상황성(situatedness)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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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진찰”, “변증”, “진단”은 순차를 나타내는 화살표 기호(→)로 표시하지
않고, 이들의 상호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를 사
용하였다.
진찰(medical examination)이란, 한의사가 진단을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
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진(四診)이라는 한의학적 진찰의 방법이 사용된다. 사진
은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聞診), 절진(切診)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있으
며, 주로 “망문문절”이라고 줄여서 지칭된다. 망진은 눈으로 관찰되는 병증을
파악하는 것이며, 문진과 문진은 환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병력을 묻고 들으
며 환자의 어성(語性) 등을 통해 병증을 파악하는 것이다. 절진은 촉진(觸診)으
로,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진찰법이다. 동의보감에는 병을 진찰하는 원리로
서 여러 진찰법이 함께 쓰임을 명기하였고(신동원 외 2012), 실제 한의원에서
의 진찰 과정에서도 “망문문절”의 방법이 종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기기 등의 다양한 진찰기술들이 동원되었다.
좁은 의미에서의 진단(diagnosis)을 병명의 판정과 선언이라고 볼 때, 넓은 의
미에서 진단은 병을 알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게 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권영규 외 2013: 66; 두산백과 2015). 한의학적 진단에는 “변
증”이라는 한의사의 한의학적 추론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진찰한 소견을 토
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 병증을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한의학대사전
2001). 구체적으로, 변증에는 증상을 갈라보고, 병의 속성을 파악하며, 환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치법을 판별해내는 과정이 포함된다(Farquhar 1994; Zhang 2007; 신동원 외
2012). 음양의 관점에서 볼 때, 진단은 몸의 ‘음양’ 상태를 살핌으로써 병의 원
인, 부위,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다(권영규 외 2013: 66-67). 구체적으로, 병의
원인이 인체 내의 허(虛)함[부족함] 혹은 외부로부터의 침범으로 인한 실(實)함
에서 유래하였는지, 병의 부위가 겉[표(表)]인지 속[리(裏)]인지, 병의 성질이 열
(熱)한지 한(寒)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의원에서는 진단의 각 과정을 지칭함에 있어 진찰, 변증, 진단
과 같은 명칭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아우르는 표제어인 ‘진료’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진찰, 변증, 진단이 환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일
뿐더러, 이 세 실천이 환자가 아닌 한의사가 주체가 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즉, 진찰, 변증, 진단은 한의사의 인지 과정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들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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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한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는 이러한 과정을 이행할
때 특별한 신호 등으로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현재
한의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찰인지, 변증인지, 진단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원의 일상에서는 ‘진료’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이
는 “(환자이름)님, 진료 보실게요” 혹은 “진료 받으시고 안쪽[침구실]로 이동하
시면 됩니다”와 같이 사용된다.
이러한 진료에서 수합된 자료는 한의원 의료진들이 공유하는 컴퓨터 차트
(chart) 프로그램에 입력되는데, 차트에는 진료의 과정뿐만 아니라 접수나 치료
중에 수집된 환자에 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의원은 수기로 진료 내역과 처방전을 적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전자
차트”를 사용하여 진료 내역과 처방전을 기입하고 저장한다. 진료 중에 얻어진
정보는 “진료내역”과 “진료메모”에 기입되는데(각각 그림 5와 그림 6), “진료
내역”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단명”이나 “치법/처방명” 등의 정보가 저장되
고, “진료메모”에는 한의사가 환자의 병증과 처방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기입
하고 저장한다.

[그림 5] “전자 차트” 중 “진료 내역” 부분 (약초 한의원의 예)

[그림 6] “전자 차트” 중 “진료 메모” 부분 (약초 한의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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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전자 차트”의 “진료 메모”란에 기입된 차트의 내용의 한 예시이다.
수기 형식의 차트에는 한자의 초서체나 한글 필기체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나
축약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한편, “전자 차트”는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를 수기가 아닌 타자로 입력
하게 되므로, 환자의 말 속도 그대로 적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지의 한의사들은 환자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를 옮겨 적는 것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자 차트의 특성은
한의사들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된다. 이 사례에서 한의사는 환자
가 보고한 상태를 “실제 환자말 그 속도”로 그대로 받아 적었으며, 그 아래에
환자에게 처방될 약을 기입하였다.
“처방”은 환자에게 내린 진단에 따라 약과 치료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루어지나, 다른 한의사와의 논의가 필요한 경
우 진료가 모두 끝난 이후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의
사는 차트 프로그램의 “진료 메모”에 처방을 적기도 하고, 프로그램 내 별도의
처방 섹션에 기입한다. 일반적으로 처방을 할 때, 소위 “의서에 수록된, 유명한
처방”은 이미 차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클릭으로 쉽게
처방을 할 수 있다. 한의사는 이를 기준으로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약재
의 일부를 가감하여 처방을 완성한다. 그림 5의 “치법/처방법”과 그림 6의 “진
료메모”에 적힌 처방의 한 예시는 한의사들이 어떻게 처방을 기록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5의 처방은 “소청룡탕-기화”인데, 이는 “전자 차트” 상에 등록
된 처방을 클릭을 통해 등록한 것이다. 이와 달리 그림 6의 처방 기록을 보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이 처방되었는데, “진료내역”에서의 처방과 달리 “진
료 메모”에는 보중익기탕의 명칭은 물론 이를 위한 약재들을 한의사가 직접 입
력한다. 이러한 처방전을 바탕으로 탕약이 제조되거나 상비약이 지급되거나, 침
구실에서 이루어질 치료가 정해진다.
사례 2-1는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 사례
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인사”, “진찰”, “진단”, “처방”을 찾아볼 수 있다(사례
2-1).
[사례 2-1] “진료실”에서의 진료 과정: 손가락이 아픈 환자의 초진 사례 (약초 한의원의 예)
001

a

한의사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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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c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d

환자

a
b

한의사
환자

c

한의사

023

a

한의사

024

b
a

환자
한의사

034

a

한의사

046

a

한의사

b

환자

a

한의사

002

010

074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손가락이 아프셨어요?
손가락 아픈지는 쫌 오래 됐어요.
한 달 이상?
[
한 달이 아니라 쫌 오래 됐는데요:
(중략)
((환자 손을 살포시 집어서 진맥을 시작)) 마지막 생리는 언제에요?
마지막 생리는 없어진 지가:: 지금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두 살
줄어서 오십육 세거든요?
((반대편 손으로 이동, 진맥)) 어 그래요? 오십이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믿겠어요!
(중략)
자 여기가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꽉 잡으면 어이고!하고 아파요
아니면 아이고 아파라!하고 이렇게 쭈무르게 돼요?
((아픈 손가락을 만지면서)) 그게 굳이 아프니까 이렇게 주물러요.
((차팅)) 아 그럼 류마티스가 아니고 퇴행성이네요 퇴행성:
(중략)
지금부터 계속계속 아껴쓰는 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면역계 잘 잡아
줘야되구요::
(중략)
으음 알겠어요 그리고 밥을 잘 드셔야 돼요 풀만 먹으면 안돼요: 오
늘 면역약침이랑 손에 이걸 따뜻한 데에 넣으면 좋던가요?
따뜻한 데에 넣으면 좋죠 찬물로 하면 금방 더 아파요 찬물도 이제
못 써요
(중략)
으음:: 음:: 알겠어요 들어와보세요 침: 맞으실게요 우리 면역약침
하나 맞고: 비염약을 하나 드릴거구요 ((진료실을 함께 퇴장))

사례 2-1는 집안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환자의 첫 진료 중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진료의 시작을 나타내는 “인사”는 001-a와 001-b에서
나타나는 “앉아보세요”와 “안녕하세요”이다. 이후 진료는 곧바로 한의사의 문진
(問診)으로 이행된다(002). 대강의 문진이 마쳐진 후, 한의사는 자연스럽게 진
맥을 시도하며 환자에게 생리주기에 관한 질문을 건네며(010-a, 010-c), 이후
환자로 하여금 특정한 동작을 지시하며 또다른 상태를 검사한다(023-a). 이후,
한의사는 “류마티스가 아니고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내리고(024-a), 앞으로 환
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들을 처방해준다(034-a, 046-a). 또한
진료의 이후 이루어질 치료에 대한 처방을 알려주며(046-a, 074-a), 이후 진료
는 “[침구실로] 들어와 보세요 침 맞으실게요”라는 한의사의 마무리와 함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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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074-a와 같은 마무리 표현은 “진료”에서 “치료”로 이행됨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보통의 경우 침치료이다. 침은 일반적인 중침
이나 장침이 사용되고, 필요에 따라 약침이나 봉침이 사용되기도 한다. 약침은
한약 성분을 정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
침이 사용된다. 또한 “침구실(針灸室)”이라는 공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침과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치료로는 뜸(灸)이 있으며 부항과 찜질(혹은 “핫
팩”)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허준 한방병원의 경우, 척추질환 환자의 경우 추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침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아동 환자가 주
된 환자층인 동무 한의원에서는 아동들이 ‘침’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침을 놓는 대신 작은 돌기가 달려있는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약한 자극을 주
는 “도장침”을 놓기도 한다. 사례 2-2는 “침구실”에서의 진료의 한 사례로, 여
기서는 “인사”, “진찰”, “침치료”, “진단”을 찾아볼 수 있다(사례 2-2).
[사례 2-2] “침구실”에서의 진료 과정: 어깨와 허리 통증 환자의 방문
001
002

005

008
023

a
b
a

한의사
환자
한의사

b

환자

a
b
c
a

한의사
환자
한의사
한의사

a
b
c

한의사
환자
한의사

천천히 엎드려보세요:
((엎드림))
자아: 요거 요거가 굳어있으면 계속 옆구리가 아파요 요고
((문지른다))
아아:::
(중략)
이제 침 놔드려도 되지요?
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 저리는 거 있으세요?
근육이:: 여기가 근육을 구부렸다폈다를 관할하는 근육이에요: 우
리 이쪽에 약침하나 놔 드릴게요
이러고 오 분 정도 더 계실게요(.) 침이 꽂혀있어요
네:
네에:: ((나감)) 사번 오분:

사례 2-2은 무리하게 화분을 들다가 어깨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한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치료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침구실”에서 사용되는 시작
인사의 정형은 한의사의 “천천히 엎드려보세요”와 같은 지시문이다. 이에 환자
가 자세를 고쳐서 눕게 되면 본격적인 진료와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다(001-b).
이후 한의사는 촉진을 바탕으로 “진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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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는 부위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누르거나,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촉진법이 사용된다. 촉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침구실의 공
간상 특징, 즉 커튼과 칸막이로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가 크게 작용한다. 더불
어, 환자들이 몸의 다양한 부위를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환자
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사는 치료에 앞서 촉진을 활용한 다
양한 진찰을 수행한다. 진찰 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데(005-a),
한의사는 침을 놓으면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몸의 변화(“허리에서 다리로 내려
저리는 거 있으세요?”)를 묻기도 한다(005-c). 치료 중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 부위에 대한 짧은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한다(008-a). 치료는 한의
사가 침구실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때 한의사는 침구실 안에 있는
환자와 침구실 밖에서 대기하는 간호사에게 치료에 걸리는 시간(“오 분 정도
더 계실게요”, “사번 오분”)을 알려준다. 이는 환자에게 치료 시간에 대한 정보
를 보고하는 것(information reporting)이자, 간호사에게 ‘5분 후에 발침(拔針)
할 것’을 요청하는 지시(ordering)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민족지적 배경인 ‘한의원’의 일상을 시간과 공간 그리
고 실천의 측면에서 개괄하였다. 본 절은 한의원에 대한 이러한 일상적 풍경을
기술함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 대상지인 한의원의 배경과 맥락을 살피고자 하
였다. 즉, 한의원에서는 어떤 일상적 맥락이 존재하며 한의원에서 나타나는 실
천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개괄하여, 앞으로의 논의의 배경을 살피고자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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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프다”: 아픔의 언어목록

아픔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게 되는 주된 동기이자,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 전반에서 드러나는 중심 주제이다. 의료인류학에서의 ‘아픔(sickness)’
개념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에서의 아픔 역시 그 의미와 대상이 넓은 범위에 걸
쳐져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아픔을 지시 ․ 진술 ․ 기술할 때, 기본적으로
“아프다”, “좋지 않다/안 좋다”, “불편하다”, “힘들다”, “고생한다”의 서술어를
사용한다. 이들 표현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프다”이다. 이는
“아프다”라는 말이 아픔을 지시하는 기본형이기도 하거니와, 형태상으로 ‘아픔’
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에(‘아프’+-다) 그 중심적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프다”는 언어적 형태 자체에 아픔의 위치나 강
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픔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
으로 묘사하고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과 함께 사용된다. “아프다”의 기
본형과 아픔을 나타내는 다양한 언어적 성분들은 아픔을 표현하는 언어의 목록
을 구성하게 된다.
본

장은

한의원에서

수집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아픔의

언어목록

(verbal/linguistic repertoire)(Gumperz 1964: 137)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이 때
언어목록이란, 특정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어, 말씨, 코드와 같은 언어
자원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공유하
는 사용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ibid.)이다. 따라서 본 장의 주된 과제는 한의원
에서 ‘아픔’을 지시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러
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장은 아픔에 대한 언어적인 명칭과 그 사용 방식을 어휘와 통사의 차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한의원에서 수집된, 아픔을 지시하고 표현하는 어휘를 정리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픔의 언어목록을 (1) 어휘적인 차원과, 그것의 (2) 사
용 방식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수집된 아픔의 어휘들을 목록으로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어떤 어휘를 사용하여 아픔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아픔의 표현형과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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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픔의 어휘 목록

한의원에서 수집된 아픔에 관한 어휘들은 총 193개8)이다. 이 어휘들은 주로
‘통증(pain)9)’을 지시하고 표현하는 어휘들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한의원에서
말해지는 ‘아픔’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통증에 대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
휘들은 다시금 조작적으로 정의된 네 개의 큰 범주들로 분류되어 정리될 수 있
다. 네 개의 범주는 (1) 통증 명사, 즉 통증에 관한 명사형 어휘들, (2) 통증 행
동, 즉 통증으로 인한 행동에 관한 어휘들, (3) 통증 표현, 즉 통증을 묘사하는
형용사적 ․ 부사적 표현들, (4) 상태의 변화, 그 중에서도 증상의 악화를 나타내
는 표현들이다.

1) 통증 명사
아픔의 어휘 목록 중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유형은 통증 명사이다. 통
증 명사는 통증 자체를 지시하는 어휘, 의학적 ․ 한의학적인 병의 명칭, 민속적
인 병의 명칭, 문제가 되는 증상을 지시하는 명사형 어휘를 말한다. 특히 이 중
의학적 ․ 한의학적 병이나 증상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들은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register)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도선염”은 ‘편도선염(tonsilitis)’
라는 의학적인 병명과 일치하는 어휘로, 편도선에 일어나는 염증을 지칭하는
통증 명사이자 의료 레지스터이다. “조담(燥痰)” 역시 한의학 병명으로, 가래인
담(痰)이 폐에 머물러서 발생하는 병증(한국전통지식포탈 2013)을 가리키는 통
증 명사이자 한의학 레지스터이다.
8) 이 어휘들은 환자와 한의사 간의 대화 속에서 수집된 것이며, 몇몇 한의학 용어의 경우
정확성을 위하여 한의사들에게 대조 검토를 부탁하였다.
9) 앞서 살폈듯이, 통증(pain)이란 개인이 내상(內傷) 및 외상(外傷)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체적인 통증을 말한다. 이러한 통증은 의사의 진찰로 인해 파악된 타각적인 이상은 물론,
환자 스스로가 호소하는 신체적 느낌에 대한 표현을 함께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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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을 말
하는데, 엄밀하게 이는 질환에 대한 의학용어가 아니다. ‘디스크(disc)’는 척추뼈
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을 가리키는 말(국가건강정보포털 2010)인
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추간판탈출증’은 물론 허리와 목에 생기는 이상증세를
모두 “디스크”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약초 한의원의 한의사는 물론 척추질환
을 전문으로 하는 허준 한방병원 역시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디스크”를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한의사들 사이에서 역시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을 섞어서 사용
한다. 따라서 “디스크”는 허리와 목에 통증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증세를 가리키
는 민간 명칭(folk term)라 볼 수 있다.
통증 명사 범주는 다시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
이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질병 ․ 질환 ․ 증상의 명칭(범주 A)과 구체적인
신체의 위치와 관련된 질병 ․ 질환 ․ 증상의 명칭(범주 B)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는 한의원에서 수집된 통증 명사의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범주 A:

통증, 외상, 내상, 마비, 감기, 몸살, 오한, 열, 상열감,
냉기, 풍기, 기울증,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부족, 수면
무호흡증, 혈압, (간/당)수치, 알레르기, 염증

범주

B10):

두통, 다래끼, 충혈, 홍조
코피, 콧물, 비염
기침, 천식, 기관지염, 폐렴, 인후염, 편도선염, 인파선
염, 가래, 조담
진물, 물집, 대상포진, 피부질환, 아토피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디스크 감염, 골절, 탈구, 경결,
(근막)동통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오
십견, 방산통, 협착, 발목염좌, 고관절(이상), 일자목, 일
자허리, 신경통, 요통, 부종, 전방비대증, 경직, 타박상
구토, 위염, 식도염, 체기, 속쓰림
설사, 배탈, 배앓이, 장염, 변비

10) 범주 B의 어휘들은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 나
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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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요단백, 당뇨
지방간
생리통, 분비물(냉), 자궁내막증
범주 A와 범주 B는 모두 질병, 질환, 증상의 명칭을 나타낸다. 이러한 명칭들
은 ‘아픔’의 감각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이는 이들 명칭이
의료화된 감각으로의 아픔을 지시하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신
체적 위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주 B에 비하여 범주 A의 어휘들은 넓은 범위
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체기(滯氣)”나 “속쓰림”은 ‘위(胃)’라는
기관에 적용할 수밖에 없음에 비하여(범주 B), “통증(痛症)”이나 “염증(炎症)”은
다양한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범주 A).
범주 B에는 구체적인 신체의 위치와 관련된 질병 ․ 질환 ․ 증상의 명칭들이 속
해있다. 예를 들어, “두통”은 그 어휘 안에 머리를 의미하는 한자 ‘두(頭)’가 포
함되어있고, “조담” 역시 가래를 의미하는 한자 ‘담(痰)’이 포함되어있어 조담이
가래와 관련된 질병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범주 B의 통증 명사는 아래
의 그림 7과 같이 인체도 위에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그림
7).

[그림 7] 통증 명사 범주 B의 인체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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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증 명사는 병이나 인체에 대한 의학적 전문 용어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용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외래어인 경우가
많다(“당뇨(糖尿)”, “류마티스(rheumatism; rheumatoid arthritis)”). 또한 통증
명사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그 어휘 자체로 병의 ‘위치’나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통증 명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즉, 특정한 통증 명사는 병의 위치와 성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조합되어 있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염”의 경우, 단어 그 자체로부터 장기 ‘위(胃)’에서 발
생한 ‘염증(炎症)’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명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발화 시 ‘[통증명사] + -있다/-한다’ 혹은 ‘[통증명사] + 아프다/좋지 않다’ 등
으로 사용된다. 이는 “두통이 있다”와 같이 가장 간단하고 압축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통증 행동
통증 행동은 어떤 행동이 곧 통증을 지시하는 어휘로, 주로 간단한 일반 동사
로 이루어져있다. 아래는 한의원에서 수집된 통증 행동의 어휘를 정리한 것이
다.
긁다, 때리다, 치다, 비비다, 훌쩍이다, 떨다, 토하다
한의원에서 수집된 통증 행동 어휘는 총 7개에 그쳤는데, 이는 “기침을 하다”
와 같이 대개

‘[통증 명사] + [-하다]’의 형태로써 통증 행동이 표현되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3) 통증 표현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처럼 전문적인 어휘로 구성된 통증 명사와는 달리, 통
증 표현은 통증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일련의 동사, 형용사, 부사로 이루어져있
다. 구체적으로, 통증 표현에는 어떤 모양이나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하는 의태
어(擬態語)와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擬聲語)가 자주 사용되며, 느낌이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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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통증 표현은
보통 동사나 형용사 그 자체로 쓰이거나 ‘[의성어 ․ 의태어]+-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통증 표현은 다른 어휘들에 비해 장황하고 상세하며 기술적
인 특성을 가진다. 아래는 한의원에서 수집된 통증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범주 C1: 아프다, 좋지 않다/안 좋다, 괜찮지 않다/안 괜찮다, 고
생한다, 힘들다, 앓다, 기운 없다, 힘없다, 허약하다, 약
하다, 피로하다, 힘 빠지다
범주 C2: 시리다, 땡기다[땅기다11)], 팽팽하다, 무겁다, 거칠다,
단단하다, 땅땅하다, 두근거리다, 저리다, 쥐가 나다, 쩌
릿하다, 전기가 오르다, 따끔하다, 답답하다, 갑갑하다,
딱딱하다, 뻐근하다, 뻑뻑하다, 뻣뻣하다, 빳빳하다, 무
겁다, 매달린 것 같다[매달리다], 뻗쳐 오르/내리다, 눌
리다, 욱신거리다, 쏘다, 맵다, 찌르다, 찔린 것 같다[찔
리다], 쑤시다, 따갑다, 쓰리다, 쌔끈하다[새큰하다], 쎄/
쌔하다[싸하다], 뽀개지는 것 같다[빠개지다]
어지럽다, 띵하다, 돌다, 멍하다
체하다, 막히다, 삐다, 접지르다[접질리다], 인대가 늘어
나다, 지치다, 결리다, 긴장하다, 틀어지다, 떨리다, 헐다
범주 C3: 지끈지끈(+하다), 시큰시큰(+하다), 찌릿찌릿(+하다), 쩌
릿쩌릿(+하다), 욱씬욱씬[욱신욱신](+하다), 욱진욱진(+
하다), 까칠까칠(+하다), 근질근질(+하다), 꾸룩꾸룩[꾸
륵꾸륵](+하다), 쭈삣쭈삣[쭈뼛쭈뼛](+하다), 삐그덕삐그
덕[삐거덕삐거덕](+하다), 파르르파르르(+하다), 파닥파
닥(+하다), 울렁울렁(+하다), 뻑적지근(+하다), 먹적지근
[벅적지근](+하다), 어질어질(+하다)
범주 D:

신경이 쓰이다, 기분이 안 좋다, 불안하다, 불안초조하
다, 초조하다, 우울하다, 졸이다, 울컥하다, 끓다, 습하
다, 차갑다, 뜨겁다, (눈/얼굴/피부) 빨갛다, (눈/피부/허
리) 건조하다, (얼굴) 파랗다, (피부) 얼룩덜룩하다, 가스

11) 대괄호([ ]) 안에는 기본형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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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다, 붓다, 소화가 안 되다, 소리가 나다, 금이 가
다, 입맛이 없다, 혈압이 높다, 당이 있다
위의 통증 표현은 크게 구체적인 통증을 묘사하는 표현(범주 C1, 범주 C2, 범
주 C3)과, 느낌이나, 통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문제적인 상태와
심리를 묘사하는 표현(범주 D)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범주 C1, C2, C3에 속
한 어휘들은 각각 구체성의 정도에 의해 구분된 통증 표현들이다. 범주 C1은
‘아프다’ 혹은 ‘원기가 없다’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로, 보다 포괄적으로 통증
의 상태를 묘사하는 어휘들의 집합이다. 범주 C2와 C3은 구체적으로 통증을
묘사하는 어휘들로, 범주 C2에는 동사 ․ 형용사적 표현이, 범주 C3에는 의성의
태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범주 C3의 어휘들은 의성어와 의태어인데,
의성의태어는 대상의 양태에 대하여 더욱 실감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모음을
변화시켜(예를 들어, “찌릿찌릿”과 “쩌릿쩌릿”)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이성
을 가졌으므로 아픔을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범
주 C2보다 범주 C3의 표현들이 통증의 모양, 느낌, 소리 등을 구체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손끝이 “저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손
끝이 “찌릿찌릿”하다’ 혹은 ‘손끝이 “쩌릿쩌릿”하다’라는 표현이 더 세밀한 표현
의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다.
범주 D에는 통증과 연관되는 표현이지만 직접적인 통증이나 느낌이 드러나지
않는 어휘와 정서적 ․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어휘가 속한다. 전자의 예로는 외
관에 대한 표현(“빨갛다”, “파랗다”, “건조하다” 등), 문제가 되는 상태나 느낌
에 대한 표현(“가스가 차다”, “붓다” 등), 의학적 수치에 의해 비정상으로 규정
된 상태에 대한 표현(“혈압이 높다”, “당이 있다”)이 있다. 정서적 ․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어휘에는 “우울하다”, “신경이 쓰이다”, “기분이 안좋다” 등이 있
다.
위에서 정리한 어휘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사례 3-1은 가래(조담)로 인한 통
증을 표현하고 있는 한 환자와 한의사의 대화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환자는
이전에 가래 때문에 내원하여 탕약을 처방받고 탕약이 나오기까지 복용할 상비
약을 받아갔었는데, 가래가 낫지 않아 한의원에 재방문한 뒤 통증을 호소하며
탕약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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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가래(조담)로 인한 통증 표현의 사례
아니 이게[가래]요 아주 붙어가지구요 가슴에 붙어가지구 떨어지질
않아
네에:
그래서 아주 답답해 죽겠어:: 계속 끓고 가슴에 근질:근질:한게
아주
[
((간호사에게)) 오늘 오후에 혹시 나와요?
(중략)
아우 근데 탄[탕]약을 먹는 게 낫겠어 그거[상비약] 먹어두 이게 그
대::로 그냥
가래가 갑갑::하게 붙어있어요 나 지금 답답해 잠을 못자요 힘들어
맞아요 그게 지금 일반 감기약으로 안돼요(.) 거기에 속쓰림 위염
조담까지 들러붙어있어서(.)
(후략)

위 사례에서 환자는 “답답하다”, “끓다”, “근질근질하다”(002-c), “갑갑하다”,
“힘들다” (006-a)와 같은 통증 표현을 사용하여 가래로 인한 답답한 느낌을 표
현한다. 이와 달리 한의사는 “속쓰림”, “위염”, “조담”(006-b)과 같은 통증 명
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을 묘사한다. 002-a, 002-c, 006-a에서 드러난 환
자의 호소에서 알 수 있듯, 통증 표현은 006-b의 통증 명사와 달리 장황하고
길이가 긴 묘사를 동반한다.
또한 통증 표현의 경우, ‘무엇이다’로 표현되는 통증 명사와는 달리 ‘어떠하다’
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표현의 변이형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약초 한의원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통증 표현에는 “찌릿찌
릿(+하다)”와 “뻑적지근(+하다)”가 있었는데, 이들 표현은 상황에 따라 “쩌릿쩌
릿(+하다)”, “먹적지근(+하다)” 등으로 바꾸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사례 3-1에서 환자가 “답답하다”(002-c)와 “갑갑하다”(006-a)를 사용하였듯이,
상당히 많은 통증 표현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에 음성 변화를 주어 비슷한 느낌
과 의미를 갖는 다양한 어휘들이 발견되었다(가령, “단단하다”-“땅땅하다”-“딱
딱하다”, “뻑뻑하다”-“뻣뻣하다”-“빳빳하다”).

4) 상태의 변화
이 범주에는 통증 상태의 변화 중 증상의 악화를 지시하는 어휘들이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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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한의원에서 수집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정리한 것이
다.
나빠지다, 악화되다, 심해지다
통증 상태의 변화에는 크게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있다(“나빠지다”, “악화되
다”, “심해지다”, “나아지다”, “좋아지다”, “괜찮아지다”, “안 아프다”). 이 중,
“나아지다”, “좋아지다”, “괜찮아지다”, “안 아프다”와 같은 증상 호전의 어휘들
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라기보다, 증상의 호전과 치료의 효능(efficacy)을 나타
내기 때문에 아픔의 어휘 목록에서는 제하였다.

2. 아픔 어휘의 사용 방식

위에서 제시한 아픔의 어휘 목록은 아픔을 표현하고 기술할 때 동원되는 일종
의 언어 자원이다. 본 절은 이러한 언어 자원으로서의 아픔 어휘가 한의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화자의 역할에 따
라 다를 것인데, 그것은 환자의 경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아픔의 감각을 묘사
하고 표현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반면, 의사의 경우 환자의 표현을 이해하고
질의로써 보충하여 추론해나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아픔 어휘의 사용 방식, 즉 아픔의 표현 형태를 환자의 경우와 한의사
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화자라는 변수 외에도, 어떠한 범주의 어휘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아픔 어휘
의 사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자이더라도 ‘두부(頭部)의
통증’은 어떠한 아픔 어휘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두통이 있다”로도 표현되거
나 “머리가 지끈지끈 땡긴다”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다’의 형
태를 필요로 하는 ‘통증 명사’와는 달리(“두통이 있다”), ‘어떠하다’의 형태를 가
진 ‘통증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머리가 지끈지끈 땡긴다”) ‘무엇이’ 그리고 ‘어
떻게’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덧붙여질 수 있다. 어떠한 어휘 범주를 사용했는
가는 사용 방식의 언어적 성분과 특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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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수인 것이다.
한의원에서 발견된 아픔 어휘의 사용 방식은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어휘의 범주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유형과 특성이 정리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환자와 한의사들이 아픔에 관한 발화를 할 때, 이러한 발화를 이루는
문장의 통사 ․ 의미적 구성을 분석하여, 한의원에서의 아픔 표현에는 어떠한 유
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소절들에서는 통사 ․ 의미론적 구성
에 초점을 두어, 앞에서 정리한 아픔의 어휘들이 화자에 따라 아픔과 관련한
발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환자와 한의
사 각각이 아픔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의 특성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환자의 경우
한의원에서 환자들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혹은 “몸은 어떠십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아프다”,
“좋지 않다/안 좋다”, “괜찮지 않다/안 괜찮다”를 사용한다. 간혹 대체적으로
“힘들다”, “기운 없다”, “앓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는 초진 환자의
사례로,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 내원한 환
자가 예진 진료실에서 자신의 아픔을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사례
3-2).
[사례 3-2] 환자의 아픔 표현의 사례: 예진실에서 초진 사례
002

a
b

한의사
환자

c
d

한의사
환자

e
f

한의사
환자

g

한의사

오늘은 어디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저번 달: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때 그 짚차 코란도 그게
제가 서 있는데 뒤에서 꽝:하고 박았거든요(.)
((타이핑하며)) 네::
사고 뒤에 이:: 허리는 이번에 차 사고를 당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이쪽 여기가 아팠고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삼월이 되면
서: 개강을 되면서 제가 이 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제 학교가 언덕에 있거든요?
네 ((타이핑))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가슴을 어루만짐)) 숨
이 차더니 아픈 거에요
네 ((타이핑))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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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질문에 ‘어디(신체부위)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 구체적으로 사례 3-2에서 환자는 “이쪽 여기가 아팠고”(002-d), “가슴이
아프면서”, “아픈 거에요”(002-f)와 같이 자신의 아픔을 묘사한다. 즉,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아프다’와 같은 일련의 표현들(가령, “좋지 않다”)은 환자가 느끼는 구체적인
통증이나 느낌을 세밀하게 묘사한다기보다, ‘문제가 되는 느낌’이나 ‘통증’을 포
괄적으로 형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여 본인의 아
픔을 한 단계 구체화한다. 여기서 신체의 특정 부위12)는 환자가 본인의 아픔
표현을 구체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환자의 아픔 표
현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짚어질 수 있다.
더불어 환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두통”, “디스크”, “장염”과 같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질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진 설문지는 이
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그림 8). 예진 설문지는 환자가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작성하게 되는 설문지인데, 이 예진 설문지에서 환자는 최초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
픔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질환의 명칭을 적는 경
향이 있다. 한의원에서 많은 환자들은 예진 설문지에 본인이 ‘어디가 어떻게 언
제부터 어떠하였다’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보다 “감기”, “두통”, “위염”, “장염”,
“디스크”, “생리통”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히 진술한다.

12)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신체 부위의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20개가 수집되었다.
머리, 어깨, 목, 승모근, 팔꿈치, 허리, 등뼈, 배, 명치, 엉덩이, 꼬리뼈,
엉치뼈, 골반, 무릎, 슬개건, 허벅지, 발목, 종아리, 힘줄 인대
이들 어휘들은 ‘[위치]+[상태]’의 형태로 발화된다. 예를 들어, “배(+아프다)”는 ‘아프다’ 혹
은 ‘좋지 않다’와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배’ 자체에 통증과 이상증세가 있음을 지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유형의 경우 구체적인 위치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나 형용사와 함께
활용되어, “아랫배가 아프다”와 같이 사용된다. “배”나 “머리”와 달리, 통증 명사 유형에는
해부학적 신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추간판을 지시하는 “디스크”, 목과
가슴 뒤쪽 근육을 칭하는 “승모근”, 무릎을 펴는데 사용되는 힘줄인 “슬개건” 등은 해부학적
신체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문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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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예진 설문지의 아픔 표현 사례 (약초
한의원의 예)

흥미로운 점은 ‘어디가 아프다’와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픔의 표현이 한의
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와의 상호작용이 진
행될수록, 환자들은 ‘통증 표현’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아픔을 빗대어 설
명하는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한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아픔의 내용, 강도, 특
징들을 서술할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휘와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픔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는
환자가 침구실에서 자신의 복통을 호소하는 장면이다(사례 3-3).

[사례 3-3] 환자의 아픔 표현의 사례
002

a

환자

b

한의사

c

환자

d
e
f
g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해 죽겠어 여긴 뭐가 얹혀 있는 거 같애
이렇게 앉아있으면=
[
중간에 시원::하게 중안침 하나 맞아봐요 살짝 올려
볼게요
=여기 앉아있으면요 뭐가 이렇게 ((매달린 것을 표현하는 손짓))
[
매달려 있는 것 같죠?
=매달려 있는 거 같이 그냥 아::주 숨을 못 쉬겠어
네에::
아우 아파 죽::겠어

사례 3-3에서 한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체기(滯氣)”라는 한의학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진료 메모에 기입하였다. 이에 비하여 환자는 “답답해”, “뭐가 얹혀
있는 거 같애”, “매달려 있는 거 같이”, “숨을 못 쉬겠어”와 같이 일상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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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로 이루어진 통증 표현과 ‘아프다’라는 표현(“아퍼요”, “아파 죽겠어”)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묘사한다. 특히, 환자는 대화 초반에 자신의 통증을 순조롭게 설
명하지 못하는데(002-c), 한의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통증의 양상을 묘사하는
말을 건네자(“매달려 있는 것 같죠?”)(002-d)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통증을 보
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002-c의 손짓, 002-e).
한의원에서 관찰되는 환자의 아픔 표현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의 아픔 표현은
다음과 같은 대조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신체의 부위
를 나타내는 어휘의 유무([신체 부위])13), (2) 통증 표현의 유무([통증 표현]),
(3) 통증 명사의 유무([통증 명사]), (4) 강도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유무
([강도 ․ 정도]), (5) 시간 ․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의 유무([시간 ․ 기간]).
환자의 어휘 사용의 표현형들을 구분하는 데에 기준이 된 각각의 대조의 차원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 부위]’란 아픔이 느껴지는 신체적인 위치에 대
한 것으로, 환자들이 아픔 표현을 하는 데에 있어 ‘[통증 표현]’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통증 표현]’과 ‘[통증 명사]’는 앞선 소절에서 작성했던
어휘 목록의 하위 범주들로, 아픔을 표현함에 있어 이들 범주에 속한 어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강도 ․ 정도]’와 ‘[시간 ․ 기간]’의 차원은 환자들
이 아픔을 표현할 때, 아픔의 강도와 시간적 정보를 기술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심하게”와 같은 형용사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화요일에”([시
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사일동안” ([기간])등의 표현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아픔 표현은 환자들의 주된 표현에 따라 ‘“아프다”/“좋지 않다”’의 표제어를 주
기로 한다.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아프다”/“좋지 않다”의 표현 아래 세 가지
범주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각 ‘범주 Ⅰ’, ‘범주 Ⅱ’, ‘범주 Ⅲ’이다.
‘[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의 차원은 이러한 세 범주를 구분하는
데에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범주 Ⅰ, 범주 Ⅱ, 범주 Ⅲ은 ‘[강도 ․ 정도]’와 ‘[시간 ․ 기간]’ 차원에 따
라 더 세밀하게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대조의 차원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어진
범주의 하위 유형들을 본 절에서는 이를 ‘표현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표현형
에는 각 범주의 기본형인 A형(범주 Ⅰ), C형(범주 Ⅱ), E형(범주 Ⅲ)과 ‘[강도 ․
13) 본 절의 분석에서 사용한 대조의 차원의 명칭은 ‘[명칭]’의 형태로 기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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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시간 ․ 기간]’의 유무에 따라 나뉜 B1 ․ B2 ․ B3형(범주 Ⅰ), D1 ․
D2 ․ D3형(범주 Ⅱ), F1 ․ F2 ․ F3형(범주 Ⅲ)이 있다.
범주 Ⅰ
A형:

[+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
(신체 부위)14) + 통증 표현

[+/-시간 ․ 기간]이나 [+/-강도 ․ 정도]에 따라,
B1형:

(신체 부위) + 시간 + 통증 표현

B2형:

(신체 부위) (+ 시간) + 기간 + 통증 표현

B3형:

(신체 부위) + 강도 (+ 시간 ․ 기간) + 통증 표현

범주 Ⅱ [+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
C형:

(신체 부위) + “아프다” 혹은 “좋지 않다/안좋다”
[+/-시간 ․ 기간]이나 [+/-강도 ․ 정도]에 따라,

D1형:

(신체 부위) + 시간 + “아프다” / “좋지 않다/안좋다”

D2형:

(신체 부위) + 기간 + “아프다” / “좋지 않다/안좋다”

D3형:

(신체 부위) + 강도 (+ 시간 ․ 기간) + “아프다” / “좋
지 않다/안좋다”

범주 Ⅲ [-신체 부위], [+통증 명사], [-통증 표현]
E형:

통증 명사 (+ 있다/없다/하다)
[+/-시간 ․ 기간]이나 [+/-강도 ․ 정도]에 따라,

F1형:

통증 명사 + 시간 (+ 있다/없다/하다)

F2형:

통증 명사 + 기간 (+ 있다/없다/하다)

F3형:

통증 명사 + 강도 표현 (+ 시간 혹은 기간) (+ 있다/없
다/하다)

14) 여기서의 괄호는 화자들이 실제 아픔 표현을 할 때, 맥락에 따라 화자가 괄호 속 성분
을 생략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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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Ⅰ과 범주 Ⅱ는 ‘신체 부위’를 명시적 혹은 맥락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아
픔 표현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아픔 표현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어휘
가 들어가 있거나, 신체 부위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맥락으로 인해 화
자가 신체 부위의 언급을 생략한 사례들이 포함된다.
범주 Ⅰ은 한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환자의 표현 방식이다. 이 범주
의 표현 방식들은 “가슴이 답답해요”와 같이 ‘신체 부위’와 ‘통증 표현’이 결합
된 유형(A형)([+신체 부위], [+통증 표현])을 기본으로 하는데, 맥락에 따라서
신체 부위의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형에 시간 ․ 기간의 표현이나
강도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더 세밀하고 풍부한 기술(B1, B2, B3형)([+시간 ․ 기
간], [+강도])도 할 수 있다.
[사례 3-4] 범주 Ⅰ의 사례
“가슴이 답답해요”
A형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시큰시큰해요”
“왼쪽이 뻣뻣하니 땡기구요”

범주 Ⅰ

B1형

“저저번 화요일에 울렁거려서”
“일주일 됐는데요 지금은 찌릿찌릿한 거 전기 오는 것처럼 그런데

B2형

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코피가 줄줄줄 나
요”

B3형

“허벅지가 살짝 쩌릿해요”

위의 사례는 범주 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A형의 사
례들은 신체 부위들을 나타내는 “가슴”, “머리”, “왼쪽”이 포함되어있는데, “시
큰시큰해요”와 같이 맥락에 따라 신체 부위가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에
는 통증 표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답답해요”나 “땡기구요”와 같은 형용
사적 표현이나 “시큰시큰(+하다)”나 “지끈지끈(+하다)”와 같은 의태어가 사용된
다. B1형의 사례는 생략된 신체 부위(“속”), 시간의 표현(“저저번 화요일”), 그
리고 통증 표현(“울렁거리다”)이 결합된 사례이다. B2형은 “일주일(동안)”, “화
요일부터 목요일까지”와 같은 기간의 표현이 덧붙여진 표현들이다. 그리고 B3
형은 “살짝”이라는 강도 표현이 첨가된 표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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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Ⅰ이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주 Ⅱ는 이러한 통
증 표현이 부재하다([+신체 부위], [-통증 표현]). 대신 범주 Ⅱ에는 ‘아프다’
표현, 즉 “아프다”, “좋지 않다/안 좋다”, “괜찮다/괜찮지 않다” 등의 ‘아프다
표현’을 사용하여 아픔을 표현한다. 이 범주에는 “아파요” 혹은 “허리가 아파
요”와 같이 ‘신체 부위’와 ‘아프다 표현’이 결합된 유형(C형)이 기본형으로 속해
있고, 시간 ․ 기간의 표현이나 강도 표현을 덧붙여 보다 기술적으로 표현(D1,
D2, D3형)([+시간 ․ 기간], [+강도])할 수 있다.
[사례 3-5] 범주 Ⅱ의 사례
“아파요”
C형

“허리가 아파요”
“저는 이쪽이 안 좋아요”
“엉치뼈 있는 데가 아프잖아요”

범주 Ⅱ

D1형

“손가락 마디가 집안일 할 때 아파요”
“어제 낮에 허리가 쫌 안좋다 했더니”
“다리가 한 사일 나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D2형

“교통사고 난 후부터는 좀 안 아프다가 … 언덕을 오르면서부터 아

D3형

“여기가 너::무 아픈거에요”

프더니”

사례 3-5는 범주 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C형은 범
주 Ⅱ의 기본형으로, 이 유형의 사례에는 ‘아프다’와 관련된 표현들(“아파요”,
“안 좋아요”, “아프잖아요”)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범주 Ⅰ과 마찬가지로
신체 부위는 맥락상 생략이 가능하며(“아파요”), “허리”, “이쪽”, “엉치뼈 있는
데”와 같이 신체 부위를 보통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D1형과 D2형
은 각각 시간과 기간의 표현이 첨가된 사례로, D1형에는 “집안일 할 때”, “어
제 낮”과 같은 특정 시기에 대하여 첨언되었고, D2형에는 “사일 나일부터 (지
금까지)”, “교통사고 난 후부터”, “언덕을 오르면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기간의
표현이 첨언되어있다. D3형은 “너무”와 같은 강도의 표현이 덧붙여진 경우이
다.
범주 Ⅲ은 신체 부위와 통증 표현을 통증 명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유형의
범주이다([-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 앞서 살폈듯이, 통증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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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염”과 같이 그 어휘 자체에 ‘병의 위치’와 ‘병의 성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 명사가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서는 굳이 신체 부위를 중복하
여 사용하거나 통증 표현을 공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범주 Ⅲ은 세 범주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인 표현 유형으로, 통증 명사와 ‘-있다/없다/하다’와
같은 표현이 결합된 표현 방식이다. 범주 Ⅱ의 “아파요”와 같은 표현 역시 간결
한 표현의 한 예이지만, 범주 Ⅲ의 사례들은 통증 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간결함을 유지하는 표현이
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범주에는 ‘통증 명사’와 ‘-있다/없다/하다’가 결
합된 기본형(E형)과 이러한 통증 명사의 시간 ․ 기간이나 강도를 형언해주는 수
식어가 붙은 표현(F1, F2, F3형)([+시간 ․ 기간], [+강도])이 있다.
[사례 3-6] 범주 Ⅲ의 사례
“비염”
E형

“콧물은 있구요”
“목 디스크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범주 Ⅲ

F1형

F2형
F3형

“누런 콧물은 저녁에 많이”
“화요일에 코피가 났고”
“허리 디스크는 젊었을 때부터 있구요”
“삼사일 구토하고 설사하고”
“아토피가 새벽에 더 심해져서”

사례 3-6은 범주 Ⅲ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범주 Ⅲ의
기본형인 E형은 통증 명사만을 사용하거나(“비염”), 통증 명사와 ‘-있다/-없다/
하다’의 표현을 결합한 방식(“콧물은 있구요”, “목 디스크 있고”, “꽃가루 알레
르기가 있어요”)으로 사용된다. F1형과 F2형은 각각 시간과 기간의 표현이 첨
가된 사례인데, 전자의 경우 “저녁”과 “화요일”이라는 시간 표현이 덧붙여졌고
후자의 경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와 “삼사일(동안)”이라는 기간의 표현
이 덧붙여졌다. F3형은 강도의 표현인 “더 심해져서”가 덧붙여진 사례이다.
이상의 세 범주로 알아본 환자의 아픔 표현 방식, 즉 아픔 어휘의 사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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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어성(verbosity) 혹은 장황함(wordiness)이라는 성질의 연속체 위에서 다시
금 정리될 수 있다. 범주 Ⅲ에 속한 사례들은 그 표현이 압축적이고 간결함에
도 보다 선명하게 아픔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특성으로 묶인다. 이는 이 범
주에 속한 사례들이 아픔의 위치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통증 명사를 사용하
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주 Ⅰ에 속한 사례들은 그 표현이 기술적이며, 비유적인
표현과 관형어적인 표현이 첨가되어 길고 장황한 설명으로 묶인다. 이는 이 범
주에 속한 사례들이 모두 통증 표현을 사용하고, 신체 부위와 통증의 부가적인
정보를 첨언하여 표현해야한다는 특성과 연결된다. 정리하자면 환자가 사용하는
아픔 표현의 방식은 ‘더욱 다어적인’ 특성에서 ‘덜 다어적인’ 특성으로 연결되는
스펙트럼 위에서 세 가지 범주로 엮이며, 이는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이
지니는 대조의 차원의 유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한의사의 경우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아픔을 질문하거나 재확인하고, 촉진 등을 통하여 판단된 환자의 아
픔에 대한 기술을 한다. 한의사들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아픔 전반을 가리키거
나 아픔의 내용을 질문하거나 재확인할 때에는 보통 “아프다”, “불편하다”, “힘
들다”, “고생하다”, “통증이 있다”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진찰을 통해 아픔
에 대한 판단, 즉 진단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보다는 특정한 병명이나
진단명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문진(問診)을
하는 과정에서는 “허리 어느 쪽이 불편하세요?”, “여기가 더 아프세요?”, “오른
쪽 통증이 더 심하신거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진단 결과를 통보할 때에
는 “허리 디스크는 아니고 퇴행성이에요”와 같이 의학적 레지스터(“디스크”,
“퇴행성”)를 사용하여 환자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표현은 한
의사들이 사용하는 아픔 표현 방식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는 전문 용어, 즉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환
자들 역시 이러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성이 높은 레지스
터보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진료의 초반에 환자들은 한의사들에게 자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한의사들은 환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표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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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환
자들이 호소한 아픔들에 부가적으로 질문하거나(가령, “머리 중에서도 관자놀이
가 아파요, 꼭대기가 아파요?”), 진술한 아픔을 재차 확인(가령, “여기가 더 아
픈 곳이지요?”, “엉겨 붙은 느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한의사의 아픔 표현의 방식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나는 환자의 아픔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환
자의 아픔을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고 이를 전달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전자는
‘의문문’의 형태로, 후자는 ‘평서문’ 혹은 ‘-이다’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한의원에서 수집한 한의사의 아픔 표현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아픔
표현을 이루고 있는 대조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문문]의 사용 여부,
(2) [신체 부위]에 관한 어휘의 유무, (3) [통증 표현]에 관한 어휘의 유무, (4)
[통증 명사]에 관한 어휘의 유무, (5) [전문적인 표현]의 사용 여부. 이러한 차
원들 중에서 (2) [신체 부위], (3) [통증 표현], (4) [통증 명사]는 위 소절에서
다루었던 차원들과 동일하다. 환자와 달리 한의사의 아픔 표현을 이루는 핵심
적인 대조의 차원으로는 (1) [의문문]과 (5) [전문적인 표현]이 있다. 전자는 한
의사들의 아픔 표현 방식이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선택
형 의문문(“A or B or C?”)과 일반 의문문(“A?”)을 포함한 것이다. 후자는 의
학적 ․ 한의학적 레지스터의 사용, 즉 병의 명칭이나 치료 등의 전문적인 용어
의 사용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표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의사들의 아픔 표현은 한의사들의 표현을 빌려,
‘“아프다”/“불편하다”/“힘들다/좋지않다”’의 표제어를 주기로 한다. 분석을 통하
여 연구자는 “아프다”/“불편하다”/ “힘들다” 아래 네 가지 범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범주 Ⅰ, 범주 Ⅱ, 범주 Ⅲ, 범주 Ⅳ).
특히 이 중 범주 Ⅰ과 범주 Ⅱ는 ‘의문문’의 형식에 따라, 범주 Ⅲ은 ‘[통증 표
현]’ 및 ‘[전문적인 표현]’의 유무에 따라 각각 두 가지의 표현형으로 다시금 나
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 A1형(범주 Ⅰ)과 B1형
(범주 Ⅱ), 선택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 A2형(범주 Ⅰ)과 B2형(범주 Ⅱ)의 표현
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통증 표현]’이 사용되는 C1형(범주 Ⅲ)과 ‘[전문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C2형(범주 Ⅲ)이 있다.
범주Ⅰ [+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표현] [-전문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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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형:

(신체 부위) + 통증 표현 + ?

A2형:

(신체 부위) + 통증 표현 + 통증 표현 + … + ?

범주 Ⅱ [+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표현] [+/-전문적인 표현]
B1형:

(신체 부위) + “아파요?” / “불편해요?” / “힘들어요?”
/ “안좋아요?”

B2형:

(신체 부위) + “아파요?” + “아파요?” + … + ?

범주 Ⅲ [-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표현] [+/-전문적인 표현]
C1형:

(신체 부위) + 통증 표현

C2형:

(신체 부위) + 전문적인 표현

범주 Ⅳ [-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명사] [+전문적인 표현]
통증 명사 혹은 전문적인 표현
위의 네 범주는 우선적으로 의문문의 형태를 취했는가 여부에 따라 범주 Ⅰ ․
Ⅱ와 범주 Ⅲ ․ Ⅳ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문문의 형태는 한의
사의 발화 목적을 반영하는데, 의문문의 형태는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더욱 상
세하게 기술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의 아픔을 재확인하는 목적과 연결된다. 반
대로 평서문의 형태는 환자의 아픔에 대한 한의사의 판단, 즉 진단과 연결된다.
범주 Ⅰ과 범주 Ⅱ는 다시 통증 표현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범주 Ⅰ
은 신체 부위와 통증 표현이 결합된 형태([+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표
현])로, 네 범주 중 가장 장황하고 기술적인 특성을 보인다. 범주 Ⅰ은 다시 어
떤 의문문의 형태인가에 따라서 A1형(일반의문문)과 A2형(선택의문문)으로 나
뉜다.
[사례 3-7] 범주 Ⅰ의 사례
A1형
범주 Ⅰ
A2형

“허리가 욱씬욱씬해요?”
“여기를 아이구 아파라하면서 주무르나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핑그르르 돈다, 앞이 깜깜해진다?”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요, 아니면 싸이렌 소리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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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는 범주 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A1형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허리”)와 지시대명사(“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욱씬욱씬(+하다)”와 “주무르다”의 통증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
다. A2형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인 “머리”와 “귀”가 사용되었고, 통증
표현에 대하여 ‘아픔이 지끈지끈한 것인가 혹은 핑그르르 도는 것인가 혹은 앞
이 깜깜해지는 것인가?’의 의미를 가진 선택형 의문문의 형태가 취해졌다.
[사례 3-8] 범주 Ⅱ의 사례
B1형
범주 Ⅱ

“지금 허벅지 바깥쪽이 더 좋지 않은 거죠?”
“저번에 엉치뼈 있는 데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아픈 거에요, 여기가 아픈 거에요?

B2형

“무거운 걸 들 때, 이쪽이 아파요, 요기 뼈 근처가 아파요, 아님 여
기가(아파요)?”

범주 Ⅱ는 신체 부위에 대하여 통증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다([+의문
문], [+신체 부위], [-통증 표현]). 환자의 표현 방식 중 범주 Ⅱ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범주 Ⅱ 역시 통증 표현의 부재를 “아프다” 표현으로 대체한다. 따라
서 이 범주에는 신체 부위와 “아프다”, “좋지 않다/안 좋다”, “괜찮다/안 괜찮
다” 등을 사용하여 아픔을 표현한다. 범주 Ⅱ는 다시금 일반의문문이 사용되었
는지 혹은 선택의문문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두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위의
사례 3-8은 범주 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B1
형은 일반 의문문의 형태로, B2형은 선택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된 예를 보여준
다.
범주 Ⅲ과 범주 Ⅳ는 모두 평서문의 형태를 취하지만, 범주 Ⅲ은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 표현이 존재하는 반면에, 범주 Ⅳ는 이를 통증 명사와 전문적인 표
현을 대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범주 Ⅲ은 신체적인 위치와 통증 표현이 결
합된 평서문 형식([-의문문], [+신체 부위], [+통증 표현])인데, 맥락에 따라 통
증 표현과 한의학적 레지스터나 전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전문적인
표현]). 범주 Ⅲ은 다시 통증 표현만이 사용된 유형(C1형)과 전문적인 표현이
사용된 유형(C2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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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9] 범주 Ⅲ의 사례
“아마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있을 거에요”
C1형

“피부가 거칠어요”
“여기 여기가 땅땅하네요”

범주 Ⅲ

“허리에 경결점이 있어요”
C2형

“체기가 있어요”
“위(머리)에 상열감이 있을거에요”
“폐에 냉기가 찼네요”

사례 3-9는 범주 Ⅲ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범주 Ⅲ은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 표현이나 전문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평서문 형태의 표
현형이다. 이 중 통증 표현을 사용한 유형(C1형)의 세 사례들에서 “얼굴”, “피
부”, “여기”와 같은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형과 “열이 오르는 느낌”, “거칠
다”, “땅땅하다”와 같은 통증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한
유형(C2형)의 사례에서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형(“허리”, “위(머리)”,
“폐”)에 “경결점(硬結點)”, “체기(滯氣)”, “상열감(上熱感)”, “냉기(冷氣)”와 같
은 한의학적 레지스터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단, “체기(滯氣)”의 경우 단어
자체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는 증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기 때문
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중복하여 쓰지 않았다. 위의 여섯 사례들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아픔을 되묻거나 재확인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한
의사가 문진(問診) 등 여러 진찰을 바탕으로 환자의 아픔을 분석한 일부라 할
수 있다.
범주 Ⅳ는 위의 네 범주 중 가장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 범주
의 표현형은 통증 명사와 전문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있다([-의문문], [-통증 표
현], [+통증 명사], [+전문적인 표현]).
[사례 3-10] 범주 Ⅳ의 사례
“가벼운 편도선염이어요”
범주 Ⅳ

“기울증이에요”
“제가 보기엔 디스크 감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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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0은 범주 Ⅳ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세 사례
는 모두 ‘(질환명칭)이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질환 명칭은 통증 명사에 포
함된 어휘이거나 한의학 레지스터(“기울증(氣鬱症)”)이다. 범주 Ⅲ은 환자의 상
태에 대한 한의사의 분석에 가까운 반면, 범주 Ⅳ는 환자의 증세에 대한 선언
(declaration)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의 최종적 단계에 사용되는 표현
형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네 범주로 알아본 한의사의 아픔 표현형, 즉 아픔 어휘의 사용 방식은
‘전문성(professionalism)’과 권위성(authority)’이라는 성질의 연속체 위에서 재
차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범주 Ⅳ는 ‘진단’의 최종
형태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권위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사례
3-10의 한의학적 레지스터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의 한의학적 지식
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여 내린 결과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다’의 간결한 평서문 형태로 선언된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권위를
최고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Ⅲ은 범주 Ⅳ와 함께 한의사의 높은
전문성과 권위성을 드러내지만, 분석의 최종 결과인 범주 Ⅳ와 달리 분석의 일
부라는 점에서 범주 Ⅳ보다 낮은 전문성과 권위성을 드러낸다. 청자인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범주 Ⅲ과 범주 Ⅳ는 환자에게 “예 ․ 아니오”의 대답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다. 환자는 한의학적 레지스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
상(가령, “퇴행성이 뭐죠?”, “디스크 감염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의사의 분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범주 Ⅰ과 범주
Ⅱ는 의문문의 형태인데, 우선 이는 환자가 의문문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범주 Ⅲ과 범주 Ⅳ에 비하여 한의사의 권위성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증 명사의 사용이나 전문적인 표현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 역시 다른 범주들에 비하여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의사가 구사하는 아픔 표현의 방식은 ‘더욱 전
문적이며 권위적인’ 특성에서 ‘덜 전문적이며 권위적인’ 특성으로 연결되는 스
펙트럼 위에서 네 가지 범주로 엮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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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關)”과 “관(觀)”: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관(觀)”과 “관(關)”은 연구 대상지의 한의원에서의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의 두 가지 주요특성을 반영한다. 우선 “관(觀)”은 참여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목적(Ends)(Hymes 1962: 258-260)이라 할 수 있다. 환자에게 “관
(觀)”이란 자신의 문제를 한의사에게 ‘드러내서 보이게’ 하여 이를 ‘알게 하는
것’, 즉 아픔의 호소를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최종
목적인 치료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한의사에게 “관(觀)”은 환자가 호소하
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행해질 치료와 처방이 무엇인지를 한의
사 본인이 알아내는 것이자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이 역시 한의사가
가지는 최종 목적인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관(關)”은 의사소통을 행하는 두 참여자, 즉 환
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
와 더불어 위의 한의사 B와 한의사 C의 인터뷰 내용처럼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도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언어

사용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지시하는

언어의

지표적

성질

(indexicality)(Silverstein 1976)15)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의료 ․ 한의학 레
지스터의 사용은 특정한 신체 부위, 질병, 증세 등을 지시(refer)할 뿐만 아니라,
화자들 간의 관계를 지표(index)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한의원에서의 상호작용의 종류를 살피고, 그 중 환자-한의
사 간 의사소통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기술하고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환
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관(觀)”을 살필 것인데, 이는 환자의 “관
(觀)”인 병-서사(illness narrative)와 한의사의 “관(觀)”인 진단의 민속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한의사의 “관(關)”계를 탐구하
는데, 치료(cure)와 보살핌(care)의 말하기가 각각 환자-한의사의 어떠한 관계
15) 지표성(indexicality)이란, 퍼스(Pierce)의 기호학적 개념 중 하나인 지표(index)로부터 확
장된 개념이다. 이는 어떤 단어나 구가 현재/과거의 경험이나 특정한 의미를 ‘지표’하게
될 때, 언어적 측면들이 사회문화적 맥락들과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Swann et al.
1994: 143). 가령, 특정한 화법(speaking style)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민족성/종족
성(ethnicity), 젠더(gender), 성원권(membership), 태도(attitude) 등을 지표할 수 있다
(Duranti 1994: 17-19, Swann et al. 1994에서 재인용; Rey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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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표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1. 한의원에서의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본 절에서는 우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 중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는 주된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는 어떠한 말 사례들
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
서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이해(understanding)’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종류는 개별 사례들을 어떤 기준을 토대로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표 2). 표 2는 본 연
구에서 관찰된 한의원 상호작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의원에서의 상호작용
범주

특성

의사소통(communication)
한의사 간

환자-한의사

의료진 간

환자-의료진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한의사, 간호사,
참여자

한의사

한의사, 환자

코디네이터(상
담사)

공간

주로 진료실

진료실, 침구실

제약 없음

한의사, 환자,
간호사 혹은
코디네이터(상
담사)

제약 없음

16) 글말로 된 의사소통의 경우, 다른 범주에 비하여 상호작용 속에 비언어적 요소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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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말(대화)

비언어
적

비언어적 자질

요소

말(대화)

비언어적 자질,
의료 실천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글

글, 편지

이모티콘16)

이모티콘

복약 설명서,
예시

처방 논의
(병례 검토)

진료, 치료

메신저 대화,
차트

문자, 메신저
대화,
병원
애플리케이션

[표 8] 한의원에서의 상호작용 범주와 특성

한의원에서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으로 구분되
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사 간 의사소통, (2)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
통, (3) 의료진 간 의사소통, (4) 환자-의료진 간 의사소통.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는 각각 한의사들 간의 의사소통과 환자-한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메시지의 경로(channel)로서 ‘말’ 혹
은 ‘음성’을 취한다. 첫 번째 범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 간 환자의 처방
을 두고 의논하는 일종의 병례 검토회(grand rounds)가 있다. 이는 까다로운
처방을 내려야 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한의사들이 모여 처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 ․ 비공식적인 대화이다. 두 번째 범주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상호작용 유형으로, 진료와 치료의 실천에
서 이루어지는 환자-한의사 간의 대화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범주와 네 번째 범주는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과 환자-의료진 간 의사
소통인데, 이들은 모두 메시지의 경로로서 ‘글’의 방식을 취한다. 흥미로운 점은

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글말 의사소통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비
언어적 시각 상징인 ‘이모티콘’만을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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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의사소통이 구체적인 전달 수단(medium)의 하나로, 온라인 메신저
(online messenger), 의료진 간 공유된 전자 차트 프로그램, 환자와 한의사를
연결해주는 병원 애플리케이션, 전화와 문자메시지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의사소통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
복할 수 있게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대화는 그 경로가 비음
성적일뿐, 실제 면 대 면 대화와 유사한 속도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이모티콘(emoticon)과 같은 시각 상징을 사용하여 감정 상태나 말의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말 의사소통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DeVito 2012: 140).
세 번째 범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상담사)들이
진료의 원활한 진행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주고받는 대화나, “전자
차트”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 처방 상황에 대해 의논하는 대화가 있다. 네 번
째 범주는 주로 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글이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
을 통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사례가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복약 설명서’(그림 9 좌측), ‘메신저 대화’(그림 9 우측)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진단은 물론 처방 ․ 치료 계획을 환자와 공유하기 위해 병원에서 제작 ․ 배포하
는 ‘병원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아래의 두 그림(그림 9)은 네 번째 범주의 사례로, 각각 ‘복약 설명서’와 ‘메신
저 대화’의 사례이다. 복약 설명서에는 환자에 대한 진단(“목 어깨 통증”, “임신
오저(妊娠惡阻)”)이 설명되어있고, 복용할 약이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아울러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기입되어 있는 편지이다. 그림 9의
메신저 대화에는 진료 이후, 환자와 한의사가 손목 통증에 대하여 주고받은 짧
은 대화이다. 여기서 한의사는 손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헌양말 잘라
서 손목에 감고”)을 지시해주며, 그 완화법의 원리(“인대에 무리가 가니까 그
자세를 못하게 하는거죠”)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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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글말(문자언어) 의사소통의 두 사례(좌: 복약 설명서, 우: 메신저 대화)

흥미로운 점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비언어적 요소
들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한의원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로는 Lee 2015 참고).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에는 촉진(觸診)과 같은
한의학적인 의료 실천 외에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수반되어 사용되는 몸짓
(gesture),

자세(posture),

시선(eye-gaze)과

같은

비언어적

자질(nonverbal

feature)이 있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위의 네 가지 의사소통의 범주 중, 두 번째 범주인 환
자-한의사 의사소통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환자-한의사 의사소통 유형이 한의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진료와 치료라는 한의원의 핵심적인 실천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환자-한의사 의사소통은 문진(問診)
의 형태로 의료적 실천이 되기도 하며, 친교적인 말하기와 같이 환자-한의사
관계를 돈독히 하여 치료의 효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
한 환자-한의사 의사소통은 ‘아픔의 언어화’ 논의에 주요한 한 차원을 담당한
다. 앞선 장에서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가진 아픔에 대한 어휘 목록과 그 사용
방식을 살폈는데, 의사소통은 그러한 어휘와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양
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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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중에서도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겠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의사소통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단
계로 구분된다.

진료의 경우,
1 인사
2 진료
2.1 참여유도
2.2 병(illness) ․ 주소(主素 chief complaint) 설명
2.3 진찰
2.4 진단
2.5 처방 ․ 치료 결정
3 인사
치료의 경우,
1. 인사
2. 진료/치료
2.1 참여유도
2.2 경과(progress) ․ 주소(主素 chief complaint) 보고
2.3 진찰
2.4 진단 ․ 치료 결정
2.5 치료
3. 인사

Ⅱ장에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진료와 치료의 과정은 그 순서나 단
계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첩되거나
순서가 변동하며 생략되기도 한다. 가령, 진료에 앞서 별도의 ‘예진(豫診)’ 과정
을 거치는 허준 한방병원의 경우, 진료의 과정에서는 진단을 먼저 내리기도 한
다. 치료의 과정에서도 진찰과 치료가 함께 교차하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황
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를 결정하는 대화가 생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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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료의 경우,
1. 인사: 환자와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가 오고
간다.
한의사:

***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환자:

네 안녕하세요

2. 진료: 인사 후,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된다.
2.1 참여유도: 한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내원한 이유, 즉 자신의 아픔, 증세,
이상 등의 주소증을 말하게끔 유도한다.
한의사:

어디가 지금 제일 불편하세요?

한의사:

오늘 얼굴이 빨가네? 무슨 일 있었어요?

2.2 병 ․ 주소 설명: 한의사의 참여유도(2.1)에 의하여, 환자는 자신의 아픔이
나 증상을 설명하게 된다. 이 때, 한의사는 환자의 설명
을 청취하면서 진맥 등 촉진을 시행하기도 하고,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아픔 자질(pain quality)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질문하기도 한다. 환자의 병 ․ 주소 설명과 아래의
진찰(2.3)이 중첩되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환자:

제가 지금 뚜렷:하게 아픈 건 아닌데: 예전부터 오른쪽 어깨
가 많이 안 좋았어요

한의사: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안 좋으셨나요?

환자:

팔을 완전히 들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조
금은 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머리를 못 감을 정도로:

한의사:

예전이라면 언제인가요?

환자:

아주 옛날 그니까 한::

한의사:

일이 년 정도 전인가요?

환자:

더 오래::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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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찰: 한의사는 사진(四診)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한다. 맥을
짚는 진맥(診脈)과 질의응답으로 수행되는 문진(問診)이 빈번하게
사용되며,

간혹

검이경(otoscope)이나

비디오

검이경

(video-otoscope) 등을 사용하여 진찰하기도 한다.
한의사:

((환자를 보며 볼을 살짝 만져봄)) 여기 아직 살짝 건조한 거
남아있다 ○○이 여기 보세요:: ((얼굴을 손으로 고정시켜서
눈 맞춤)) 눈 안 빨갛네요?

보호자:

눈이 젤: 저기해가지고: 오늘은 좀 들 빨간데(.) 이렇게 마악::
((눈 비비는 손짓)) 크::: 이러구 긁느라구:

한의사:

((환자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보세요 이
렇::게
[

보호자:
한의사:

저짝봐
응::: 응::: 근데 여기 눈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충혈이 됐네요
(.) ((환자 이마를 만진다))

보호자:

그래갔구: 요기요기가 여기가 얼룩:얼룩:하면서=
[

한의사:
보호자:

((맥을 짚으며))

네::: 알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2.4 진단: 한의사는 진찰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단명을 환자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차트에 기입
만하고 치료에 대한 안내로 곧바로 넘어가기도 한다.
한의사:

어:: 감긴데요(.) 이게 그케 독해가지구(.) 메르스는 아닌데요::
인파랑 편도가 계속 커져서 오늘 밤에 사십도까지 갈 수 있
어요(.) 전염력이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별로 전염되지 않아요
애들끼리 전염될 수 있구요.

보호자:

아 어린이집 보내면 안되겠네

한의사:

네: 뭐 애들도 전염되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힘들어요 하루
꼬빡을 밥을 못 먹고 목이 탱! 탱! 붓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물만 계속 먹고 계속 쉬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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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처방 ․ 치료 결정: 한의사는 진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를 결정
하여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다.
한의사:

이번 게[탕약] 저번 거보다 조금 더 맛있을 거에요(.) 지금 그
때는 하단전 쪽으로 쭉 내리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위아래
전반적으로 조금 더 윤기 돌게(.) 코피도 코피지만 지금 많이
건조하니까 쭉 이렇게 반들반들해질거에요: 이번에도 반재 먹
이시면 돼요 되셨어용:

한의사:

치질 수술 같은 거 했으면 얘[아랫배]가 많이 차가워지고 냉
해지니까 그러니까 밑에 약침 한 번 맞으셔요:: 꼬리뼈랑.

3. 인사: 진료가 종료되면, 한의사들은 아래와 같은 인사를 건넨다. 이러한 인
사의 내용에는 환자들이 진료 이후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그 정보
가 포함되어있다.
한의사:

들어와보세요 배만 볼게요:: 저 따라 들어오세요

한의사:

앞[접수실]에서 약 타가실게요

치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한의사가 침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가 오
고간다.
한의사:

((회진용 카트를 끌고 들어가며)) ***님 침 맞으실게요::

한의사:

((회진용 카트를 들고 들어가며)) 천천히 엎드려보실게요 이
마를 대보세요

2. 진료: 인사 후,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된다. 침구실에서의 진료는 상대적으
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2.1 참여유도: 한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이전에 내원했을 때에 비하여 통증이
호전되었는지, 또 다른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73

질문을 하여 환자의 보고(reporting)를 유도한다.
한의사:

잘 지내셨어요? 벌써 봄이 되어버렸네?

환자:

((웃음))

한의사:

상태는 좋아요? 무릎은 좀 어땠어요? 요즘에?

2.2 경과 ․ 주소 보고: 한의사의 참여유도(2.1)에 의하여, 환자는 자신의 통증
의 변화나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다. 진료에서의
병 ․ 주소 보고(2.1)와 달리, 경과 ․ 주소는 짧은 대답
형식으로 보고되며, ‘한의사의 질문-환자의 대답’으로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썩 그리 좋지 않아요

한의사:

좋지 않아? 다리 아픈 거는요?

환자:

저린 건 쪼끔 들 해요:

한의사:

저린 건: 제일 힘든 거는요?

허리?=
[

환자:

허리죠:

한의사:

=다리보다 허리가 아파요?

환자:

인자 그 때는: 다리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지금은 자꾸 이쪽:
이(.)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2.3 진찰: 침구실에서의 진찰은 경과 ․ 주소 보고(2.2)나 치료(2.5)와 함께 일
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맥보다는 구체적으로 통증의 부위를
찾아 누르거나 두드리는 촉진이 많이 사용된다.
한의사:

((왼쪽 허리 뒷부분을 문질문질 누르면서)) 요기 어때요 요
고?

환자:

허리가 아파::

한의사:

무거워요 여기? ((문질문질))

환자: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픈데 근데 여기 뼈 쪽이
이렇게이렇게하면 아파요

한의사:

((왼쪽 승모근 부위를 문질문질)) 요고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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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음소리)) 네에::

한의사:

((아래쪽을 꾹꾹 누르며)) 이거는?

환자:

아파요::

2.4 진단 ․ 치료 결정: 한의사는 진찰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고, 수행할 치료
를 결정한다. 보통 진단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함으로써 이루어지기보다 통증
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치료는 보통
“침 맞을게요”와 같은 표현으로 그 결정을 알리지만,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치료명(“삼초”, “면역약침”,
“부항”)을 언급하기도 한다.
한의사:

네에:: 우리 삼초17)해드릴게요 우리 면역약침도 같이 맞을 거
에요::

한의사:

오늘은 양쪽 어깨 부항을 떠볼게요(.) 이쪽 어깨로 열감이 좀
내려가야 어깨 쪽 이쪽 부하가 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쪼끔만 찜질하구 맞도록 할게요 돌아누워보세요

2.5 치료: 보통 치료는 앞의 단계들, 특히 진찰(2.3)과 중첩되어 일어나는 경
우가 많으며, 그 내용으로는 침, 약침, 봉침, 뜸, 부항, 추나, 찜질,
물리치료 등이 있다.
한의사:

((허리 아래쪽 부위를 문질문질 만지며)) 여기가 굳어졌어요
자::
((약침 주사))

환자:
한의사:

((신음소리)) 아!
쩌릿하시죠?

((약침주사))

[
환자:

예

((신음소리)) 아-아-아우!

3. 인사: 진료가 종료되면, 한의사들은 아래와 같은 인사를 건넨다. 인사와 함
17) “삼초”란 “삼초정격(三焦正格)”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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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한의사:

일단 오분정도 하구 부항할건데 그 사이 너무 뜨거우면 이거
[벨] 누르시구요

환자:
한의사:

네
((트레이를 끌며 나감))

이상으로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비록 이러한 의사소
통의 구조의 순서가 상황적이며 유동적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구조화 작업 자체
가 한편으로는 이들의 의사소통이 고정적이며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을
내포한다. 즉,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는 고정된 역할을 맡은 참여자들이 자
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들의 소통이 별다른 갈등과 오해가 없는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성취하고 진단으로 수렴해나가는 것으로 읽힐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사소통에는 ‘자신의 아픔을 보고하며 의사의 질
문에 충실하게 대답하는 역할의 환자와, 환자의 호소를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재질문하며 진단을 내리는 역할의 한의사’라는 고정된 역할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환자와 한의사가 아픔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할 때, 이들
의 의사소통에는 크고 작은 이해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은 언제나 안정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쳐 이해
의 수렴점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소통 속 미묘한 긴장은 질문과 응답이라는 인접 쌍(adjacency
pair)(Schegloff & Sacks 1984[1973]: 74; Duranti 1997: 250-259에서 재인
용)의 한 유형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다. 환자와 한의사는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건네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질문-응답
의 인접 쌍은 치료의 진찰(2.3)과 같이 짧은 연속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한의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과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
써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한의사가 이끌어나가던 대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환자와 한의사는 진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종
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며, 한의사는 환자를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의사
소통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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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환자의 질문 사례
<설명> 환자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한 재진 환자인데, 첫 번째 치료 후
증상의 별다른 호전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한의사는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 말
하는데,
002 a
003 a
b
c
d

004

환자는 한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한의사 약간 경과는 정체에 이르다가 좋아지는 느낌이 가파르게 들거에요
환자
어:: 근데 선생님 저 여쭤보고 싶은데
한의사 예
환자
디스크가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의사 아 대개 옆에는 사실 빠져나오기가 힘들구요 보통 인대와 인대
사이에 있는 뼈가 붙어있으니까 인대가 없거든요 요게 딱 틈새
인대가 없는 틈새를 타고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옆으로 빠지긴
힘든데 왜 왜 그런가요?
a 환자
아 필라테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닌
가요?
b 한의사 아 아 아주 측면으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반적
인 디스크처럼 뒤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보면: ((영상자료)) 요런 요런게 다 디스크가 흘러나온거거든
요 약간 왼쪽으로 좀 있긴 한데 양쪽 다 조금 삐져나와있어요 이
필라테스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옆으로 빠져나온 위험한디스크를
물어본 걸 거에요 그런건 아니에요
c 환자
아:: 네 감사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필라테스 선생님”으로부터 들
은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상태로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증상(“디스크가 옆으
로 빠지면”)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003-c). 환자의 질
문 이전에 한의사가 치료의 경과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환자는 한의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호 이해의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질
문을 던진다. 환자의 질문은,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
써 한의사의 해석과의 간격을 벌어지게 한 것이다.
사례 4-1에서 드러나는 ‘이해의 격차’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발견되
는 흥미로운 특성이다.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의 많은 연구들은 의사소통 속에
서 드러나는 환자와 의사간의 격차와 그 충돌에 주목하여 왔다. Tannen과
Wallat는 “세계 속의 (물리적인) 배경, 사건, 대상,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참여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리켜 “지식 스키마(knowledge schema)”라고 명
명하였다(Tannen & Wallat 1987: 207). 이들은 환자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스키마 간의 불일치가 상호작용적 프레임(interactive frame)(G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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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의 전환을 이끌어나감을 분석하였다. Mishler는 세계에 대하여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 질서(normative order)와 의미의 구조(structures of
meaning)를 가리켜 “목소리(voice)”라 하였는데, 의료적 의사소통에는 크게 “의
료의 목소리(voice of medicine)”와 “생활세계의 목소리(voice of lifeworld)”가
존재한다고 보았다(Mishler 1984: 63, 104-105). 의사소통 과정에서 환자와 의
사는 이 중 한 목소리를 택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은 이러한 목소리들의 상호적
인 침투와 중단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의 격차를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환자와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할지 그 방향을 규정지어주는 프레임
(frame)(Goffman 1981)의 차이와 충돌 때문일 것이다. 프레임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이해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사
회적인 관계와 역할 구조는 어떻게 규정되고 조정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개념이다.
한의원에서 발견된 프레임은 병 프레임(illness frame)과 질병 프레임(disease
frame)으로, 표 3은 이러한 두 프레임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병 프
레임은 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아픔을 삶 ․ 경험의 맥락
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일상생활과 삶에 계속적으
로 연관시키고, 아픔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느낌과 경험을 통해 아픔을 표현하
고 이해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 프레임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환자의 설명 모델(Kleinman et al. 1978)과 유사하다. 이에 비하여 한의사
는 질병 프레임에 입각하여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즉, 아픔을 한의
학적 관점과 지식에 연결시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주
로 질병 프레임에 입각하여 환자의 아픔을 표현하고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 프레임에 맞추어 병을 진단하고 설명하기도 한다. 환
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보다 일상적인 어휘로 풀어 설명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아픔을 단순히 의학적 통증만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환자 각각의 생활과 삶 속의 불편함으로 이해하고 치료와 생활 습
관 개선을 권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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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종류
특성
시각 ․ 관점

병 프레임

질병 프레임

(illness frame)

(disease frame)

환자-중심적; 환자의 삶과
경험
통증, 생활 속 불편함,

아픔의 의미

장애물,
걱정거리

의학적(생의학, 한의학 등)
의학적 징후와 증상, 질환과
질병,
음평양비(陰平陽祕)의
불균형

설명 ․ 해석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

방식

삶 ․ 일상적 맥락과의 연결

아픔의 주된 표현

일상적인 어휘, 통증 표현,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

방식

일상 속에서의 반추

통증 명사

프레임 사용자

환자

한의사

의학적 ․ 한의학적 지식

[표 3] 한의원에서 발견된 병 프레임과 질병 프레임

아래는 병 프레임이 드러나는 환자의 발화를 모은 사례이다(사례 4-2).
[사례 4-2] 병 프레임의 사례들
환자 A: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는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
는데(.) 상대방들이 볼 때는 약간 전다고 하더라고?
환자 B: 안됩니다 원장님 제가 목을 쓰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을 안 씁니까? 정말 그 방법[목을 안 쓰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환자 C: 그렇다면 치료를 한다면 다시 행주도 짜고 그럴 수 있어요? 손가락
이 아주 골칫덩이야::

사례 4-2는 아픔을 그들의 일상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병 프레임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환자 A의 아픔은 통증의 감각으로써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나는 정
상적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환자 A의 아픔은 타인으로부터 지
적받은 자신의 걷는 자세로써 보고된다. 환자 B와 환자 C는 자신의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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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로서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 한의학적 치료가 자신의 직업과 충돌을 빚
기 때문에 치료에 협조하지 못하는 환자 B나, 치료를 통해 본래의 일상으로 복
귀하고자하는 환자 C는 병 프레임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아픔과 일상생
활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하여 질병 프레임의 핵심은 의학적․ 한의학적 관점과 지식에 있다. 질
병 프레임은 환자의 아픔의 표현을 의료적으로 해석하는 장치이다. 이에 입각
한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징후
(sign)를 파악하고, 한의학적 진찰과 변증(辨證)을 통해 증상(symptom)을 변별
해내고 진단하는 것이다.
[사례 4-3] 질병 프레임의 사례
<상황>

한의사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하지직거상검사(SLR;

Straight Leg Raising Test)를 실시하였다. 검사 이후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한의사에게 묻는다.
환자:

디스크인가요?

한의사:

근막 동통 증후군이고 디스크는 다리가 못 올라가요. 디스크는
아니세요.

위의 사례는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질병 프레임의 작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의학적으로 해석하고(‘징후’) 환자에게 ‘하지직
거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진찰’), 이는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실시하
는 외과적 검사이다. 이를 토대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내
린다. 일상생활에 자신의 아픔을 연결시키는 환자에 비하여, 한의사는 의학적 ․
한의학적 지식에 환자의 아픔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환자 : 의사 = 병 프레임 : 질병 프레임’의 관계는 앞선 장에서 살폈던 환자
와 한의사 각각이 사용하는 아픔의 표현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환자는
일상적인 어휘와 통증 표현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아픔을 장황하고 상세하게 묘
사하고, 한의사는 통증 명사나 의료 ․ 한의학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전
문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환자와 한의사 간에는 아픔을 이해함에 있어 서로 다른 프레임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
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은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자, 결과적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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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최소화하여 아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의사소통의 개별 사례들 역시 환자와 한의사가 드러내는 이
해의 격차를 대화를 통해 좁혀나가고, 최종적으로는 한의학적 진단이라는 상호
이해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은 모델로 도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의사소통의 과정 속 ‘이해의 격차’

그림 10과 같이, 한의원에서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두 참여자인 환자와 한의사가 자신들의 이해의 격차를 극복하고, 한의학적 진
단이라는 상호 이해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환자와 한의사
가 가진 이해의 격차가 직선적으로 ‘진단’의 정점에 수렴하는 역삼각형의 모델
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이해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다가 벌어지기도
하며, 벌어진 격차가 다시 줄어들기도 하는 탄력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환
자-한의사 의사소통이 한의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며, 자신의 이해
를

토대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특권적인

의사소통(privileged

communication)이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사례 4-1과 같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즉 환자의 질문에 의해서 이해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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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상호작용으로서 환자-한의사 의사소
통에 주목하고, 이를 의사소통이 수행되는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다음의 절
에서는 본 장의 서두에 소개했던 “관(關)”과 “관(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목적(“관(觀)”)과, 참여자들의 관계(“관
(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환자의 “관(觀)”: 병 서사(illness narrative)

서사(narrative)는 경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식이자, 사람들이 자신
들의 세계와 스스로에 대해서 구성해내는 ‘이론(theory)’을 알 수 있게 하는 창
이다(Garro & Mattingly 2000: 1; Capps & Ochs 1996: 21). 특히 병의 경
험(experience of illness)을 조명하고자 할 때 서사는 생의학적인 관점이 짚어내
지 못했던, 병을 둘러싼 환자의 일상적 경험, 실천, 표상(representation)이 발현
되는 이야기의 형태, 즉 환자의 ‘인생극(human drama)’에 주목할 수 있게 한
다(Garro & Mattingly 2000: 7-9). 병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서사는
환기(evocation)의 방법을 택한다. 이는 서사 속에 병에 관한 개인의 행동과 사
회적 상호작용과 개인들이 경험하고 고통 받았던 사건을 담아내어, 이는 서사
를 듣는 청자로 하여금 서사 속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함
으로써 이루어진다(ibid.). 따라서 서사 그 자체는 물론 이를 연행하는 것은 서
사 속 주인공과 서사 밖 청자들이 ‘병의 경험’을 소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서사의 연행에 주목할 때, 서사는 어떤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서사된
사건(narrated event)으로서, 서사적 사건(narrative events)과 더불어 연행의 과
정 속에서 창발하고 재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ibid.).
병 서사(illness narrative)는 아픔에 대한 이해를 생의학적 맥락으로부터 한 발
짝 더 나아가, 아픔을 삶의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Hunt
2000: 89-90). 따라서 병 서사의 분석은 병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체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병이 서사로써 개인 간에 소통됨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Frank 1995;
Kirmayer 2000: 153). 이로써 병 서사는 단순한 병에 대한 경험담이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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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가 아니라, 아픔과 통증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견디고 이겨낼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나아가 개인의 자아와 몸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Brown et al. 2010:
10-11).
이러한 측면에서 병 서사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아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타인, 특히 한의사들과 소통하는 과정
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조명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아픔이 말하여지는 서사를 통해 환자가 가진 아픔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
아가 이 내용이 한의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피도록 하겠
다. 이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속에서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즉 환자의 “관(觀)”에 주목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의원에서 관찰된 환자-한
의사 간 의사소통 중 환자의 말하기를 하나의 병-서사로 본다. 특히 앞선 절에
서 살핀 병 ․ 주소 보고(진료-2.2)에서 이루어진 환자들의 발화에 주목한다. 연
구자는 한의원에서 수많은 병 서사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중 환자들이 ‘보
여주는’ 아픔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1) 일상 속의 아픔
환자들에게 아픔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앞선 소절에서 소개한 ‘병 프
레임’처럼, 환자들에게 일상은 아픔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프레임이 된다. 이들
에게 아픔은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또한 아픔은 환자들의 삶 속에 언제나 만연해 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픔으로 인해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일
상의 흐름은 중단되고 붕괴된다(Frank 1995: 56, 59). 따라서 아픔은 단순한
신체적인 통증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
고, 불편함을 초래하며, “힘들다”로 표현되는 심적 고통까지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아픔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환
자들은 자신의 통증 감각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아픔을 설명한다기보다, 일상
속에서 그 통증이 어떻게 발현되었고 변화하였는지, 어떠한 불편을 야기하였는
지에 중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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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4] 아픔을 설명하는 맥락으로서의 일상
<상황> 이 사례의 환자는 원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였던 환자이다. 이 사례에서 환자는
“요즘 몸이 어떻습니까?”라는 한의사의 참여 유도 질문에 최근에 심해진 “목감기”에 대해
서 말하고 있다.
003 a 환자
b
c

한의사
환자

d
e

한의사
환자

f
g

한의사
환자

h
i

한의사
환자

j
k
l

한의사
환자
한의사

제가 학원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
몇 시간정도?
예:
처음에는 그냥 따끔따끔 목에 뭐가 쏘는 거 같았는데요(.) 그리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업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그게 화를 키운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부터는 침을 삼킬 때마다 뭐가 걸린 듯이:
[
모-목이 아팠던가요?
네(.) 그 때부터 수업하고 한-한두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담부터
는 막: 막: 너무 말을 하기가 힘든겁니다(.) 제가 중학- 중고등학
생을 가르치는데 콘트롤도 안되고::
예
어제는 마지막 수업을 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목이 너무 아
파서 피-피가나오는 거 같다: 그러면서 끝나고 교무실에 앉아있는
데=
예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목이 목이 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아이고 예: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에게 아픔은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이전의 ‘일상’의 흐름을 파괴하는 존재가 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아
픔은 목의 통증, 즉 “따끔따끔 목에 쏘는 것”과 “말을 하기 힘”든 느낌이다. 환
자는 이 아픔을 일상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데, 통증 초반의 느낌을 “수업하
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정도로, 이후 “말을 하기가 힘든” 정도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피가 나오는 거 같”은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음
을 설명한다. 나아가 환자는 목의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아픔은 환자 개인의 일상
흐름을 중단시키지만 개인은 이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이어나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픔은 개인의 일상 속에 놓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된다.
일상은 환자들에게 아픔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원인론(etiology)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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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아픔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찾아 설명할 수 있는 한의사들과 달리, 환
자들은 비전문가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찾아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들을 아픔의 원인을 설명할 때 다양한 자원
을 끌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상 속에서 아픔의 원인이 된 사건이나 경험,
아픔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려준 분석, 매체를 통해 접한 잡다한 의학적
지식들 등이 있다.
[사례 4-5] 아픔의 원인론으로서의 일상
<상황>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이다.
004 a 환자
우리 첫째가 저를 닮아가지구 성격이 좀 평소에 참다가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 저번 수요일인가 걔랑 싸웠는데 그때부터
속이 되게 갑갑::한 거에요
b 한의사 네
c 환자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언니가 메밀차 메밀차가 좋다고 메밀차=
[
d 한의사
메밀차요?
e 환자
=네 메밀차(.) 그걸 줘서 한 이틀? 먹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걸 마시고 나니까 더 얹혔어요: 몸에 좋은 거라던데(.) 황금알
[방송]에 나왔대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례 4-5는 가슴 통증과 울렁거림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료 중 주소 보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환자는 자신의 아픔의 원인과 증상을 일상 속
에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 4-5의 환자는 자신의 아픔의 원인을 자
녀와 싸운 사건에 귀인하며, 또한 아픔이 악화된 원인으로 지인이 권한 메밀차
를 마신 것도 언급하고 있다. 환자에게 아픔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일상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이며, 환자는 아픔의 원인을 생각해보지 않
거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례 4-5의 환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
상 속에서 자신의 아픔의 원인을 찾아 설명하며, 또한 이로부터 아픔의 경과를
추적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은 환자로 하여금 아
픔의 원인과 그 진행에 대한 설명과 해석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고, 아픔의 원
인론에 대한 환자의 서사는 이러한 일상적 맥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아픔의 원인에 대한 환자들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자신이
왜 아픈지, 그리고 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한의원을
찾는다. 한의원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중단되었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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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환자들에
게 제공해주는 ‘대답’은 종종 환자들의 일상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한의원에서 제시해주는 아픔의 원인이 환자의 일상에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
하여 환자의 일상을 완전히 중단해야함이 권해지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으로
서 아픔은 이미 “수업”과 같은 일상을 중단시키는 등 큰 불편함을 초래하였는
데, 한의원에서 제공해준 병인론이 바로 그 일상에 있었다는 점은 환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된다.
[사례 4-6] 일상과의 충돌
<상황> 앞선 사례 4-4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005 a 한의사 ○○○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목에 있는 염증은 목을 당분간
쓰지 않으셔야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학원-학원을 쉰다면 얼마나
쉴 수 있나요?
b 환자
(pause) 네?
c 한의사 ((가벼운 웃음)) 목을 계속 쓰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d 환자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일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 한의사 수업을 조금 덜 하시는 방향이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f 환자
안됩니다 원장님 제가 목을 쓰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
떻게 목을 안 씁니까?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g 한의사 목 염증은요 목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런거구요 또 몇몇 분들
중에 목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님이 두 케이스
에 모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목을 조금이
라도 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례 4-6은 앞선 사례 4-4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진찰 후 한의사
가 환자에게 아픔의 원인을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
다. 이 사례에서 한의사가 제공하는 아픔의 원인 및 치료의 원리는 환자의 일
상과 큰 충돌을 일으킨다. 앞선 사례 4-4에서 드러났듯 환자는 목의 통증을 호
소하여 내원하였는데, 한의사는 이를 환자의 직업, 즉 “목을 너무 많이 쓰”는
직업 때문이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목을
덜 쓰는”, 즉 수업을 줄여나가거나 중단하는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학원 강사
라는 직업은 위 사례의 환자에게는 중요한 일상의 한 부분이고, 학원 수업 시
간을 줄이거나 강의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한의사의 처방은 비록 의학적인 결정
이지만, 환자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에게 일상의 중요성은 아픔의 원인과 설명에서도 드러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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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이 치료되는 기준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치료는 아픔
의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며, 아픔 없이 원활한 일상을 누리는 미래의 삶
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4-7] 아픔 없는 일상으로의 나아감
<상황> 환자는 손가락
054 a 한의사
b 환자
c 한의사
d 환자

e

한의사

f

환자

문제로 인해 내원하였다.
자:: 그럼 손가락 아픈 게 지금 가장 힘든 거네요?
아뇨 손가락 아파서 집안일 쌓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웃음))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냥 했거든요 따뜻한 물로 그냥 빨고 그랬는데(.)
((손가락 보며)) 이젠 (손가락을) 못 써요 그래서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쌓인 빨래며
[
어우어우:: ((곤란한 표정)) 그니까 빨리 이거 나아야
해요

위의 사례 4-7은 최근 늘어난 집안일로 인해 예전부터 참아왔던 손가락 통증
이 악화되어 내원한 환자의 진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환자는 직
접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손가락의 통증이 아니라, 그러한 통증으로 인해 집
안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보고한다(054-b). 이는 환자에게 치료란 현재의 통
증이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통증으로 인해 그 흐름이 중단되었던 일
상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아픔의 원인과 경과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일상은 환자에게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2)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
한의원에서 관찰된 병 서사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의 불안함과 걱정이 두드러
지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이 아픔이 일상에 대하여 가하는 중
단과 붕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소소하게는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환자들이 표출하는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은 한의사들에
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의사들은 치료와 더불어 환자들의 불안함을 없
애는 것을 중요하게 짚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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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8] 불안감과 아픔 호소
<상황>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직전 치료 이
후 손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걱정하며 이를 한의사에게 말하고 있다.
002 a 환자
에 선생님 다리가 에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찌릿찌릿한 뭐가
아파가지고 아 이게 이렇구나: 예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또 팔
도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힘줄이 뽈록 올라온 거에
요 그 때 제가 여기 타박상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뽈록한 부분은
안 없어지나요 선생님?
b 한의사 뽈록 튀어 나온:: 부분=
[
c 환자
힘줄 같아요 선생님
d 한의사 =지금 일단 만져보긴 해야할 거 같아요
e 환자
안 없어지나요?
f 한의사 ((손을 만지면서)) 저쪽 손도 주시겠어요?
g 환자
((손을 건네며)) 예예 거기(.) 부딪혔었거든요 타박상이 거기 있었
는데 이거 안 없어지나요?
h 한의사 ((양 손을 비교하며)) 이쪽 엑스레이는 따로 안 찍으셨죠?
i 환자
예 아마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침 여기 놔주셨잖아요 그러고나
서 더 뽈록 올라온 거에요
j 한의사 ((살짝 웃음)) 올라왔어요?
k 환자
예 그래가지구 아니 이게 왜 올라오지? 전에는 얘기 안 했었잖아
요::
l 한의사 음 아픈 건 없고요? ((손을 돌린다))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
m 환자
에에 여기가 괜찮았는데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은 안 아픈데요
그 때 그날 여기가 부었었어요 화욜날(.) 그러고 나서 괜찮았었는
데 여긴 좋아졌는데 여기가 아플 때도 솔직히 있어요 지금
n 한의사 일단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왜냐면 거기
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니까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동작 자체를 지켜봤잖아요 거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o 환자
네-네

사례 4-8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진료 중에서 환자의
불안한 감정이 드러난 서사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위 사례의 맥락을 살
피면 다음과 같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통증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
한의사는 직전의 치료 때 치료 이후 나타날 증상에 대해서 환자에게 일러준 바
있다(002). 그러나 치료 이후 환자가 타박상을 입었던 손 부위에 “뽈록 올라온”
증상이 생겼고, 이를 내원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는 거듭하여 한의사
에게 “뽈록한 부분은 안 없어지나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한의사가 별다른 대
답을 바로 주지 못하자 계속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002-j, 002-k). 한
의사는 환자의 손을 돌려보고 눌러보는데, 계속 환자가 걱정을 떨치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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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을 직접 말한다(002-n).
환자의 진료 이후, 한의사는 사례 4-8의 환자처럼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걱정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고
하였다. 한의원에서의 다양한 병 서사로부터 관찰되는 불안과 걱정의 감정들은
사례 4-8과 같이 환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증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래의 사례 4-9와 4-10과 같이 원활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
연한 두려움이나, 사례 4-11과 4-12와 같이 침 치료가 수반하는 통증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 4-9와 사례 4-10은 환자가 드러내는 불안과 걱정의 감정 중, 정
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례 4-9] 불안감과 아픔 호소
<상황> 환자는 어깨와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였다.
034 a 환자
어깨도(.) 아 그게 폐경기 증상이에요?
b 한의사 여성호르몬 자체가 하는 일이 여성호르몬은 기름기에요: 뭐 가마
리놀렌산 오메가쓰리 이런게 기름이잖아요(.) 몸에 아주 양질의
기름이 돌다가 떨어져서 뭐 고기로 치자면 찔기고 뻣뻣해지는거
죠(.) 응: 육즙이 적어지고
c 환자
응 그래서 통증도 오고 그러는거죠?
d 한의사 그쵸 특히 관절부위 마디지는 부위에는 기름칠 안하면 뻣뻣하잖
아요?
e 환자
그럼 폐경기 오면 손가락도 어깨도 쓰기 힘들어지겠네요?
f 한의사 음:: 관리로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밥을 잘 드셔야해요 풀만 먹
으면 안돼요 이제는 좋은 고기를 먹어줘야해요 생선같은 거: 그래
서 이렇게 윤기가 공급이 될 수 있게(.)
g 환자
아유 어쩌나(.)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례 4-10] 불안감과 아픔 호소
연구자:

어떤 부분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나요?

환자:

애들 때메[때문에]. 등원도 있고 간식 그런 것들. 걔네들 못 챙겨
줄 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도요 이거[허리] 때문에 청소 같은 걸
못해요. [허리를 숙이지 못해서] 머리를 서서 못 감고요. 집안일
안되니까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만약 빨리 어떻게 안 되면
정말 감당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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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9에서 환자는 현재 겪고 있는 어깨와 손가락 통증이 “폐경기 증상”이
라는 것과, 향후 증상이 진행될수록 어깨와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음에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사례 4-10은 환자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 환자의 큰 걱정 중 하나는 ‘지금 이 아픔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
았을 경우’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목의 통증과 직업 생활과의
충돌이 드러난 사례 4-6과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집안일을 못하게 된 사례
4-7의 환자들이 드러낸 불안감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4-9와 4-10의 환자들도 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 통증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되지 않아 일
상으로 복귀를 하지 못했을 경우를 제일 걱정하고 있다. 즉, 현재 아픔이 수반
하는 통증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보다 일상 속 본인의 역할에 아픔이 지장을
주는 경우에 더 걱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의 감정 표출은 특히 치료 직전 침구실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치료가 수반하는 통증에 대한 것이다.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제일 두려
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침 치료를 할 때 느끼는 아픔이다. 침 치료에 대한
공포나 불안 등은 아동 환자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환자에게까지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인 감정적 반응이다. 실제로 몇몇 환자들은 “좋은 한의사” 혹은 “실
력있는 한의사”를 꼽는 조건으로 “안 아프게 침을 놔주는 사람”을 말하기도 할
정도로 침 치료에 수반되는 아픔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례 4-11] 불안감과 아픔 호소
<상황> 환자는 침구실에 침을 맞고 있다.
007 a 환자
아픈거 놔요?
b 한의사 아니요: 아픈 거 놀 때 말씀 드릴게요 자리를 잘 잡고 계셔야해
요 엎드려버리면 안돼요 자: 쩌릿하세요 ((침))
c 환자
((신음소리)) 어우 어
우 아퍼아퍼 ((벽을 친다)) 아구아구 아퍼 왜 이렇게 많이 놔?
d 한의사 쩌릿한 느낌?
e 환자
아까 전번에 거기로 들어왔어요
f 한의사 어디로 가요?
g 환자
발바닥
008 a 한의사 안 아픈 거에요
b 환자
((놀라며)) 지금요?
c 한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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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g
h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나 죽겄어요
이거 안 아픈거에요
쑤아:[쏘아] 만지지 마세요:
이건 안 아파요 아픈건 제가 알아요 ○○○님 무서운거지요?
음(.)

이는 환자가 아동일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4-12] 불안감과 아픔 호소
<상황> 한의사가 아동
011 a 한의사
b 환자
c 한의사
d
e
f
g
h

환자
한의사
환자
보호자
환자

환자를 치료하기 전 치료에 대해서 묻고 있다.
우리 ○○이 콕콕콕 도장찍을까?
((놀람))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왜::? 이거 하::나도 안 아파 이거봐 선생님도 도장 찍는다 ((도장
찍는 포즈))
((뒷걸음질)) °안돼요
아이 왜:: 한 번만 하자 이거 튼튼해지라고 하는거야::
아플거 같단 말이에요 아플 거 같아요
○○아 누나도 잘 했잖아 너 이러면 이따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무서워요 아플 거 같아요

사례 4-11과 사례 4-12는 침구실에서 자주 관찰되는 전형적인 ‘실랑이’이다.
대다수의 환자는 진료실 등에서는 침 치료에 덤덤한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침
구실 안에서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에는 “덜 아프게” 혹은 “안 아프게” 놓아달
라고 호소한다. 이는 침 치료가 바늘 침이나 주사 약침을 직접적으로 환부에
삽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따끔하거나 찌릿한 통증부터 욱씬거리
는 통증까지 다양한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침이 보이지
않더라도 피부에 닿는 따끔한 감각이나 그러한 감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즉, 침 치료를 예고하는 말)은 아동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와 불안을 야기
한다. 사례 4-12에서 한의사는 아동용 침 치료를 “도장찍기”라고 부른다. 여기
서 “도장”은 침이 은색 원통으로 덮여있어 바늘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도구를
말하는데, 비록 침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먹먹하거나 따끔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몇몇 아동 환자들에게 이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자아낸다. 위의 사
례에서도 아동 환자는 침 치료가 가져올 아픔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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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픔의 회복과 한의사로의 기대와 의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공유하는 특징 중 하나는 한의원 이전에
많은 양방 병원들을 거쳐 왔거나 현재 양방 병원을 내원하면서 동시에 한의원
에 방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경우,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에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허리 치료는 양방 병원에서 하
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소화 문제를 봐 달라”와 같이 한의원에 내원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기대는
물론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환자
들은 특정 질환에 대해 한의사들이 가진 권위나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척추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허준 한방병원의
경우, 환자들은 “수술 없이 (한의학적) 치료만으로도 허리가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원한다. 이 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한 기대
역시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환자들은 한의학이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기
대를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한의원에서 특
징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었다.
환자들의 병 서사의 특징 중 하나는 한의사 및 한의학에 거는 기대, 의존, 신
뢰가 말하기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
에 대한 기대이자, 한의사의 명성에 대한 의존이며, 이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자,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온 행동에 대한 정당화이기
도 하다.
[사례 4-13] 한의사로의 기대와 의존
<상황> 이 사례의 환자는 처음에는 매우 통증이 심각한 상태로 왔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
003 a 환자
내 여기 왔을 때에는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덜((실려오는 흉내))
실려왔잖아
b 한의사 ((웃음))
c 환자
내가 ○○○선생님 아니었음 어쩔뻔했어
d 한의사 ((웃음)) 아뇨 어머님이 의지가 커서 그랬지:
e 환자
((연구자에게))내가 저기 저 ○○병원 교수님한테 저거 한 사개월
을 기다렸다가 그 양반을 만났어요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진찰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또 육개월 기다리고 육개월 기달리고 이달 십
육일이 그 양반 만나는 날이야: 그걸 내가 어제 또 내가 시월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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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한의사
환자

지 연기를 했지(.) [거기서] 수술을 안한다라고 내가 허기엔 굉장
히 아쉬움이 내 남거든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좀 결과가 좋아졌는데:
연기 잘 하셨어요
여기 원장님도 내가 믿고 그러니까 ○○병원 교수님껄 시월로 연
기를 했잖아

사례 4-13의 환자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훨씬 좋아진 몸의 상태를 한의
사의 공으로 돌린다. 특히 유명 대형 병원에서 진찰 받기로 한 날짜를 연기했
음을 거듭 언급하면서(003-e),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
움이 남지만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결과가 좋아졌기에 유명 병원의 내원 날
짜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한의사에 대한 신뢰와 의
존을 드러낸다(003-c, 003-g).
[사례 4-14] 권위에의 기대와 의존
보호자A:

○○원장님이 진짜 진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싶을 정도로 고치
셔갖고 지금은 버즘 이렇게 하얗게만 껴요 이건 원래 완치가 안
되잖아요:

<한의원에 내원한 이유에 대한 서면 인터뷰>
환자A:

허리 치료를 받는데 속이 많이 안 좋아졌다. ○○[지인]가 소화
문제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해준다고해서 한의원에 왔다. 배에
뜸을 뜨면 속이 따뜻해져서 소화 문제에 좋다고 했었다.

위 사례는 한의원에 내원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환자들의 서사 중 일부
분이다. 이 사례는 환자들이 회복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에 대해 거는 기대와
의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자 A의 맥락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
다. 보호자 A는 특정 피부 질환으로 유명한 한의사에게 첫 자녀의 질환이 깨끗
이 나았음을 경험한 경우이다. 보호자 A는 같은 질환으로 내원한 둘째 자녀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한의사의 명성과 권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치료 후기의 일부분인데, 환자 A는 양방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소화 불량 증세가 악화되었
는데, “소화 문제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해준다”는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 경우이다. 환자 A 역시 소화 문제에 있어 한의원에 거는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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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이 서사에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기대는 구체적인 한의학적 지식(“배에 뜸
을 뜨면 속이 따뜻해져서”)을 통해 공고해지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환자의 “관(觀)”, 즉 의사소통의 상
황에서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양상을 병-서사로 보고, 한의원에서의
병-서사가 갖는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병-서사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
통의 과정 중 환자가 병과 주소증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단
계는 환자의 발언권이 가장 많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 의하여
환자의 적극적인 발화가 격려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병-서사는 환자 개인과 그의 일상에 초점이 맞추
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뛰어넘는 전문적인 특성을 갖는다기보
다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평범하며 일상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서사에는 환자가 아픔과 치료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이
드러나 있으며, 아픔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물론 회복을 위해 한의사의 권위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반영되어있기도 하다 .

3. 한의사의 “관(觀)”: 한의사의 진단 과정

환자와 달리 한의사는 환자의 아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때 ‘한의학적
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써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환자들의 아픔을 표현
할 때 전문적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앞선 장에서 살폈듯이, 일반적으
로 한의사들의 발화는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과 주소증(主素證)의
보고를 통해 병의 징후를 한의학적으로 읽어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의
발화는 정보 수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진단과 치
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들의 언어 사용은 진단이라는 의료 실천과 연결된다.
진단의 정의는 병을 알기 위하여 유의성 있는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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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권영규 외 2013: 66-67)이지만,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진단은
환자의 아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점은 물론 그 이해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
한 의료 실천이다. 특히 진단에는 몸과 병(illness)에 대한 의료의 관점이 반영
되어있다는 점(Han 2015: 8-9)에서, 진단은 몸을 어떻게 인지하고 병을 이해
하는지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
소통의 교차점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의
과정은 한의사들의 “관(觀)”, 즉 환자들의 아픔을 한의사들이 어떻게 한의학적
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가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관(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환자-한의
사 간 의사소통에서 환자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병-서사를 통해 호소한다면, 한
의사들은 어떻게 이들의 아픔을 의사소통 속에서 ‘보이게 하는(觀)’지, 한의사들
의 인지 과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1) 한의학적 진단과 시간성
Farquhar(1994)는 병을 진찰 ․ 진단 ․ 치료하는 중의학적 과정인 “간병
(kanbing; 看病)”을 그 시간적 형태(temporal form)에 따라 분석하였다.
Farquhar(1994)는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제시하는 다양한 징후(sign)인
“zheng1(征; 徵18))”, 진찰을 통해 중의사가 관찰하고 수집하는 이상적인 증상
(symptom)인 “zheng2(症; 癥)”,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중의학적 분석을 통해
병의 패턴으로서 추상화된 “zheng3(证; 證)”의 세 개념을 통해 간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간병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병의 패턴, 즉 증상군
(syndrome)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바탕이 되는데, 이렇게 병
의 패턴을 파악한 후 상응하는 치료를 정하는 것을 “변증논치(bianzhenglunzhi;
辨证论治)”라고 한다.
이러한 분석에 덧붙여, Zhang은 징후 ․ 증상의 개념(“zheng”)과 질병의 개념
(“병(bing; 病)”/“질병(jibing; 疾病)”)”이 어떻게 중의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
지 살핀다. 질병의 개념은 더 형식적인 것이지만, 중의학적으로 징후 ․ 증상의
18) Farquhar(1994)에서는 “zheng1”, “zheng2”, “zheng3”에 대한 각각의 한자를 중국 간체자
(簡體字)인 “征”, “症”, “证”으로 표기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체
자(正體字)를 함께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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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질병의 개념은 많은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범주가 아니기 때
문이다(Zhang 2007: 80). 중의학적으로 이들의 차이는 아픔을 알고자 하는 인
식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가 혹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의해 정해지
는 것이기에, Zhang은 이 차이가 개념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입장과 상황에 있
는 것이라 말한다(Zhang 2007: 81).
Farquhar(1994)와 Zhang(2007)의 “간병” 과정 분석과 징후 ․ 증상 ․ 증상군 ․
병 개념은 한의사의 “관(觀)”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적 틀과 개념을 제
공한다. Farquhar는 중의학에서의 시간적 자질(temporal quality)을 강조하였는
데, 이는 “zheng1”에서 “zheng3”에 이르는 핵심 개념들이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
는 시간-초월적인(atemporal)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 대한 패
턴임을 말한 것이다(Farquhar 1994: 57-58). 한의학적 진단의 주된 특징 역시
‘시간성(temporality)’에 있다. 시간의 문제는 Farquhar(1994)와 Zhang(2007)이
살폈던,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의 과정뿐만 아니라, 한
의학적 진단 원리 속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례 4-15] 한의학적 진단 원리 속 시간의 문제
한의사: 우리 의학에는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虛則補其母 實則寫其子)”라
는 말이 있다. 우리가 “허(虛)하면 보(補)하고 실(實)하면 사(寫)한다”라고 하
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허(虛)하면 그 엄마(母)를 보하고,
강(實)하면 그 아들(子)을 깎아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거 자체는 절대 건드
리지 말아라” 그거든요. 이 사람이 혈압이 있다하면 혈압을 건드리지 말고,
혈압을 일으키게 했던 선행조건과 혈압으로 일어나서 나타난 결과조건을 처
리를 해줘야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정되지 않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건드리는 순간 그게 다른 게 되어있기 때문에 걔의 앞뒤를 자꾸 조절
을 해줘야만이 가능하대. 인간이 죽어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선
행과 결과를 해야 그거 자체를 컨트롤 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3차원이라면, 이건 4차원에서 일어나
고 있다. 우리 시간이 개입된 게 4차원이잖아요. 현상보다 사건은 한 차원
높은 데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거를 상상한 다음에 그 한 차원 높은 것에
서 일어날 수 있을만한 다른 것들이 배치되지 않는지를 본다.

위 사례는 한의학적 진단 원리를 설명하는 인터뷰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한
의사는 진단을 내릴 때에는 3차원인 “현상”보다 더 위의 차원, 즉 “시간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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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4차원”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혈압”을 예로 들며, 한의사는
“혈압”이라는 “현상”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에 대한 원인사건(가
령, 나쁜 식습관)과 이로 인한 결과사건(가령, 어지러움증)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고 말한다. 이는 아픔을 해부학적 원인(가령, 혈관의 침착)에서 찾아 해부학적
인 치료(가령, 혈관성형술)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사건’과 ‘시간’의
스케일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관찰된 한의사의 “관(觀)”은 비록 한의학적 진단 개념의
구분(classification)이 언제나 명백하고 깔끔하게 구분되는 분류법(taxonomy)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Farquhar(1994)의

작업과

같이

“시간적인

형태

(temporal form)”로써 도해될 수 있다. 즉, 한의원에서 관찰된 진단은 그 방법
의 순차에 따라 ‘진찰 → 변증 → 진단’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1 진찰(診察)
1.1 사진(四診)
1.1.1 망진(望診), 시진(視診)
1.1.2 문진(聞診)
1.1.3 문진(問診)
1.1.4 절진(切診), 촉진(觸診)
1.2 기타 진찰법
1.2.1 검이경(檢耳鏡; otoscope), 비디오/디지털 검이경
1.2.2 영상자료(MRI 이미지, CT 스캔, X-ray)
2 변증(辨證)
3 진단(診斷)
진찰(診察)이란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한의학의 주요
진찰법으로는 사진(四診), 즉 “망문문절(望聞問切)”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한
의원에서는 사진의 방법 외에도 비디오 검이경(檢耳鏡)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
지만, 사진은 한의학적 진단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진의 네 가지
진찰법 각각이 갖는 한의학적 중요성은 “망문문절”의 순서와 동일하게 ‘망진›
문(聞)진›문(問)진›절진’으로 차등이 있다. 그러나 중요도와 실제 진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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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꼭 일치하지 않았는데, 한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문(問, 聞)진, 망진→절진’의
순서로 진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망진은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환자의 안색(顔色), 피부윤
기, 신체의 형태와 상태 등을 확인한다. 문(聞)진은 환자의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를 통해 진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환자의 어성(語聲), 호흡, 기침 등과
머리냄새 등을 살핀다. 문(問)진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현재의 병력, 병증, 과거
력, 가족력 등 여러 정황을 물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
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찰법이다. 절진에는 맥을 보는 맥진
(脈診)과 눌러보는 안진(按診) 등이 있으며, 특히 맥진은 한의학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맥진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해 진단의 방법과 기술이 정교
하게 다듬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진단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으로 간주되
었기 때문이다(Han 2015: 14).
이러한 한의학적 진찰방법 외에도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진찰법이 시행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는 비디오 검이경(video otoscope) 혹은 디지털 검이경(digital
otoscope)19)과 같이 의학기계를 사용하거나, MRI 이미지 ․ CT-스캔 ․ 엑스레
이 등 영상자료를 사용한 진찰이다. 한의학적 진찰법은 환자의 외관을 토대로
한 감각적인 진찰이라 할 수 있는데, 검이경이나 영상자료는 이러한 진찰법으
로 포착해내지 못하는 신체 내부의, 즉 해부학적인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검이경의 경우 비염이나 귀와 관련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이러한 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이 많이 내원하
는 동무 한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MRT, CT,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자료는 특히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뼈와 신경을 시각적 이미지와 영상
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척추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양 ․ 한방협진
을 시행하는 허준한방병원에서 주로 활용된다.
변증(辨證)이란 진찰을 통해 수집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하고 분
석하는 과정이다.

변증의 주요 강령으로는 팔강(八綱)이 있다. 팔강에는 음

(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8가지 기준이 있
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한다. 여기서 표(表), 리(裏)는 병의 부위

19) 검이경(otoscope)은 귀 내부 중에서도 외이도와 고막을 검진하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이
다.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이경은 일반 검이경과 비디오/디지털 검이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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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寒), 열(熱)은 병의 성질을, 음(陰), 양(陽)은 병리적 원인을, 허(虛), 실
(實)은 병의 발현 원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표증(表證) · 이증(裏
證) · 한증(寒證) · 열증(熱證) · 허증(虛證) · 실증(實證) · 음증(陰證) · 양증
(陽證)의 8가지 증후 단위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권영규 외 2013: 66-67;
한의학대사전 2001).
마지막으로 진단(診斷)이란 이러한 진찰과 변증을 통해 도출해낸 종합적인 결
과로, 질병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진찰 → 변증 → 진단’의 세 단계를 통해 아픔은 생리적 혹은 병리적 증상인
“소증(素證)”에서 구체적인 “병명(病名)” 혹은 “처방명(處方名)”으로 변형된다.
“소증”은 생리적인 증상과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뉘는데, 전자를 “소증(素證)”이
라하고 후자를 “소병(素病)”이라고 한다. 이 중 진찰의 대상은 병리적인 증상인
“소병”이다. 더불어 사상의학을 강조하는 한의학에서는 진찰의 단계부터 환자의
“체질”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소증”은 ‘특정 사상체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
에게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증상’인 것이다.

2) 아픔의 개념
한의사는 진찰의 단계를 거치면서, “소증”과 더불어 환자의 “평소의 증상”과
“현재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변증의 과정에서 한의사는 “현
재의 증상”이 아닌 “평소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한의학적 진찰
단계가 ‘시간성’의 차원에 있어, 증상이 ‘지금’이라는 현재적 시제로써 드러나는
양상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적 시제로써 드러나는 양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변증의 단계에서 한의사가 면밀히 살피는 것
은 “평소”에 드러나는 “소증”이며, 한의사는 이를 진찰의 단계부터 면밀히 살피
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아픔에 특정한 명칭이 부여되지 않지만, 일종
의 한의학적 추론의 과정은 진찰부터 진단에 이르기까지 넓게 중첩되어 분포하
게 된다. 이로써 최종적 단계인 진단에 이르게 되면, “소증”은 특정한 “병명”이
나 “처방명”으로 변형된다. 예를 들면, “소양인(少陽人)인 환자가 온몸에서 땀
을 많이 흘리고 …”와 같은 소증은 “전신적 다한증(全身的 多汗症)”이라는 병
명이나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과 같은 처방명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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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픔 개념의 변형은 그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증”은 환자가
진찰의 초반에 보고한 바와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 수집된 일련의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선 환자 자신이 판단한 몸의 이상(異狀)을 나타내는 다양한
징후(sign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후에는 꼭 한의학적으로 유의미
한 징후만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상했던 몸의 다양한 경험들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진찰과 변증을 통하여 이로부터 한의학적인 의
미를 추려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병의 징후 중 한의학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징후들은 증상(symptom)의 의미를 갖게 된다. 몸의 이상에 대한 개인
적인 걱정과 호소는 이 단계부터 한의사의 관심과 판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
겨지는’ 것들로 구분되고 정리되는 것이다. 증상의 단계부터 징후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징후는 환자가 말로써 보고하는 것이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증
상은 한의사의 “차트”에 기록된 형태로 남게 된다. 한의원에서는 “전자 차트”를
이용하므로, 환자의 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차트에 옮겨 적을 수 있으며, 따
라서 한의사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을 환자의 말 그대로 차트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한의학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추려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증상은 한의사가 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징후들을
거칠게 추려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증상은 다시금 한의학적 관찰과 추론의 과정을 거쳐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패턴이자 집합인 증상군(syndrome)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징후나 증상보다
더욱 ‘한의학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증상이 징후에 대한 일차적인 일반화
․ 추상화 작업을 거친 결과물인 것처럼, 증상군 역시 한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일반화 ․ 추상화 작업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군은 한의사의
언어로 제련되고 표현된 아픔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는 병명이나
처방명으로 명명됨으로써 질병(disease)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진단의 세 단계에서 아픔의 개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
하는지를 아픔의 개념, 아픔의 특성, 아픔의 표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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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과정

진찰

변증

진단

아픔 개념

아픔의

소증

명칭

아픔의

징후

의미

(signs)

Farquhar
(1994)의
개념

병명

—

증상(symptoms)

처방명

증상군

질병

(syndrome) (disease)

zheng1

zheng2

zheng3

(征/徵)

(症/癥)

(证/證)

[표 4] 한의원의 진단 과정에서 아픔의 개념

3) 아픔의 특성
이러한 아픔의 개념 변화에 따라 아픔의 특성 역시 변한다. ‘진찰 → 변증 →
진단’의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아픔의 특성은 크게 ‘시간성(time scale)’, ‘공간
성(space scale)’, ‘자질(quality)’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시간
성은 한의학적 진단에서 중요하게 개입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진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픔은 그 시간적 스케일이 ‘현재’라는 시점으로 좁혀지게 된다. 진찰
과 변증의 과정에서 시간은 “병의 발생부터 지금”, 즉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
는 기간의 성격을 중요하게 지니게 된다. 앞서 한의사들이 “소증”을 살필 때
“현재의 증상”보다 “평소의 증상”을 유심하게 다룬다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하
는 부분이다. 그러나 진단의 단계에서 아픔이 “병명”이나 “처방명”으로 변화하
면서 그 시간적 성질 역시 함께 변화하게 된다. 즉 이전 단계에서 환자 개인의
시간적 맥락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반면에, 진단에서는 그러한 시간적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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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화(de-contextualized)되는 것이다. “병명”이나 “처방명”은 지금 현재 환
자의 아픔을 추상적인 형태로 명명함으로써, 멈추어지고 고정되었으며 굳어진
‘현재’만을 나타내게 된다.
공간성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가 이상을 호소하는 다양한 부위에서 한의학적
으로 주목되는 몸의 특정 부위로 그 시선이 좁혀지게 된다. 진찰의 단계에서
아픔의 공간적 성질은 징후의 다양한 위치였으며, 환자의 시간적 맥락과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이 단계에서 아픔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특성
과 ‘몸의 어느 부위’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변증의 단계에서 공간적
성질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의사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몸의 부위들을 추려내는 과정과 더불어, 이러한 부위들을 연결하여
사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는 “눈이 파르르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통
해 “간(肝)”을 떠올리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의 표면(눈)과 신체의 내부
(간)를 연결하여 사고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단의 단계에 이르러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스케일을 가졌던 공간적 성질은 “병명”이나 “진단명”이 내포하고 있
는 특정한 몸의 부분으로 좁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의 변화에는 ‘의료화(medicalization)’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화란, 환자의 주관적인 차원, 즉 아픔에 대한 환자의 경험, 느낌, 해
석, 표현이 한의학적 용어, 해석,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픔의
자질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아픔은 진찰의 초기 단계
에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 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들, 그리고 생활 속의 걱정
들처럼 환자의 일상과 주관을 중심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는 진찰의 과정을
거쳐 의료화된 자질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아픔이 진찰과 변증의 과정을 거치
면서 한의학적 형태(가령, “병명”이나 “처방명”)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진단의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아픔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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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과정

진찰

변증

진단

아픔의 특성

시간성

과거부터 현재;

멈춰진/고정된/굳어진

병의 발생부터 지금

‘현재’

관련된/의심되는
공간성

증상이 나타나는 몸의

장소의 발견,

주목된 몸의 부분,

위치, 시간성과 연결

한의학적으로

공간화

연결되는 몸의 부위들
자질

통증, 몸에 대한 주관적 경험,
생활 속 걱정들

의료화, 의료화된 용어

[표 5] 한의원의 진단 과정에서 아픔의 특성

4) 아픔의 표현
이러한 아픔의 특성 변화는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아픔의 표현에도 반영되어
있다. 진찰의 단계에서 아픔은 주로 환자의 병-서사를 통해서 표현된다. 앞선
장에서 자세히 살폈듯이 병-서사는 오로지 환자의 독백적 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환자와 한의사는
모두 화자이자 청자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된다. 진찰의 단계에서 아픔은
“월요일에 다리부터 엉치까지 찌릿하면서”의 예시와 같이 일련의 징후를 보고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징후는 과거의 어떤 증상의 발현 시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간성 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몸의 특정 부위를 연결하는 공간적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 진찰의 단
계에서 한의사는 환자의 “관(觀)”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한의사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나가거나 아픔을 표현하기보다 환자의 아픔 표현을 집중하여
듣는 화자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변증과 진단은 한의사의 “관(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여기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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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의 징후를 토대로 포착된 증상을 추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에, 환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사소통에서 주된
질문자로, 환자는 한의사의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의 역할로서 참여하게 된다.
앞선 3장에서는 한의사의 아픔 표현형으로 의문문이 있음을 살폈었는데, 여기
서 한의사는 세밀한 통증 표현 어휘(통증 표현 중 C2형, C3형)를 더한 선택의
문문(가령,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아니면 핑그르르 돈다 아니면 앞이 깜깜해진
다?”)이나 일반의문문(가령, “여기가 아파요?” 혹은 “누런 콧물은 하루 중 언제
더 많이 나와요?”)을 사용(표현형 범주 Ⅰ, 범주 Ⅱ)하여 환자가 보고한 징후를
구체화한다.
한의사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일종의 의학적 추론, 즉 “환자의 스토리”를 한의
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래는 “환자의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내리는 진단에 대한 한의사의 인터뷰를 발췌한 것이다.
[사례 4-16] 한의학적 진단 원리 속 시간의 문제
한의사: [진단에서] 환자의 스토리를 봐야해요. 스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 “끓는 물을 식힌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떤 거는 압력을 빼줘야 열
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찬물을 부어야 되구 어떤 거는 불을 꺼야 돼요. 압
력솥이면 찬물을 부어도 식지 않아요. 그리고 뚜껑이 열려도 바글바글 끓는
소면은 찬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거의 70%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와
요. (중략) 무슨말이냐면 “보는게 반이다.” 이 사람의 주소증이 있단 말예요.
아까처럼 “열이 너무 높아요” 했을 때, 딱 들어오는 행색에서 “압력솥이구
나”, “아 끓는 밥그릇이네”, 아니면 “아 쫄아붙어가지고 지금 물도 없는데 지
금 냄비가 달가지구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열을 내리려
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 설문지를 보는 거죠. 그럼 정황 상 [설문지에] “나
는 평소에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압력솥인거에
요 김이 빠져나가야 몸이 편한거지. 근데 타서 늘어붙어있는 냄비는 압력이
빠져나갈 것도 없고 빠져나가면 오히려 물이 더 빠지니까 더 말라붙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걸 쓰는거죠. 수형도처럼 여기서 딱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
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을 떠올리고 거기에서 만약 내가 떠올린 상
이 이게 맞다면 이게 여기에 배치되지 않고 다 맞는가, 그니까 내가 상상한
형상과 이 사람이 맞는 것인가를 보는 거죠. 어긋나는 게 있다면 내가 다시
재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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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터뷰 사례에서 한의사는 진단은 “환자의 스토리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
다. 스토리는 한의사의 직관과 설문지 등을 통한 문진(問診)을 통해서 그 내용
이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위 사례에서 한의사가 “보는 게 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한의학적 진단에서 망진(望診) 혹은 시진(視診)을 말한다.
망진을 통해 한의사는 직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의사가 비유했듯 “압력솥”, “끓는 물”, “쫄아버린 냄비”와 같은 어떤 상(象 ․
像)을 떠올리는 것이다. 한의사가 떠올린 상은 직관에 의한 것이나 한의학적 지
식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데, 이는 환자의 주소증(가령, “열이 난다”, 위 사례에
서는 “끓는 물을 식힌다”)과 연결된 문제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
체적인 상을 떠올린 한의사는 설문지와 문진(問診)을 통해서, “떠올린 상”과 환
자로부터 도출해낸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할 경우 한의사는 진단의
최종 단계로 이행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는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구성하는 단계로 되돌아간다.
한의사가 파악해내는 “환자의 스토리”는 한의사의 “관(觀)”이다. 환자의 아픔
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환자의 주소증
이 무엇이며 그 병리적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치법(治法)을 사용할 것인가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언어로 옮겨진다. 이는 “폐에 냉기가 찼네요”, “디스크 감염
(입니다)”, “신경 압박에 의한 근력 약화(입니다)”와 같은 예시로 표현되는데,
이는 Ⅲ장에서 살폈던 한의사의 아픔 표현형에서 범주 Ⅲ과 범주 Ⅳ의 사용 방
식이다. 여기서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선언자
(announcer)이자

판관(judge)의

역할을 맡게

되며, 아픔은

하나의 “뉴스

(news)”(Maynard & Frankel 2006)로서 환자에게 통보되고 선언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전술한, 진단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아픔의 표현과 표현의 특성
들을 정리한 것이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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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과정
아픔의

진찰

변증

진단

표현

“눈이 파르르르 떨려
표현 예시

“월요일에

다리부터 요 아니면 …”

엉치까지 찌릿하면서” “무릎 연골이 좀 이상
한 거 같은데요”

참여

의사

“디스크감염”
“신경 압박에 의한 근
력 약화”
“폐에

질문자

환자
말의 장르

통보자, 선언자, 판관,

(genre)

답변인

병 서사

차서

…”

화자, 청자

자

냉기가

“스토리”, 의학적 추론

의사
청중, 환자
진단,
“뉴스(news)”

[표 6] 한의원의 진단 과정에서 아픔의 표현

정리하자면,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한의사의 “관(觀)”은 한의
사가 환자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를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인
지적 과정을 통해서 기술 ․ 분석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의사의 “관(觀)”
이 진단 과정에 따라 그 언어적 형식과 내용이 변환된다는 점이었는데, 구체적
으로 여기에는 ‘소증 → 병명 ․ 처방명’으로의 명칭 변화와 ‘병의 징후 → 증상
→ 증상군 → 질병’으로의 의미 변화가 있었다.

4. “관(關)”계: 치료(cure)와 보살핌(care)

훌륭한 의사(大醫)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뜻을 평정하
게 하여, 바라거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먼저 큰 자비와 측은지심을 가
지고 사람들의 고통을 구해주고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천금요방(千金要方)』, 손사막(孫思邈, 5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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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구는 당나라의 의학자인 손사막(孫思邈)의 천금요방(千金要方) 중,
“논대의정성(論大醫精誠)”, 즉 “훌륭한 의사의 정성을 논함”의 일부이다. 이 문
구는 연구 제보자가 환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를 언급할 때 자주 소개하였던 문
구이자, 한의학은 물론 동양의학에서 의술을 행하는 의사의 이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반영하고 있는 문구(황상익 ․ 강신익 2012: 84)이다. 구체적으로,
“논대의정성”은 구체적으로 의사의 올바른 행위를 강조하거나 한의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자비롭고 측은한 마음, 즉
자세와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의사의 됨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마음가짐은 그의 한의사로서의 수양 정도와 함께 훌
륭한 한의사로의 평가와 연결된다.
흔히

의사와

환자는

의사의

전문가적

권력에

의하여

비대칭적인

(asymmetrical) 관계 속에 놓여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약자이자 (의학적) 도
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이러한 환자를 (의학적으로) 도울 수 있고 환자의 비
밀스러운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 의사 사이의 불균등한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동양의학은 물론 서양의학의 의료윤리와 이상적인 의사상(像)에는 의사의 환자
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도덕적 ․ 윤리적 의무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다.
이처럼 의사-환자 간의 관계는 손사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학 ․ 사회학
․ 의학 등 폭넓은 학문 분야에 걸쳐 주목을 받은 주제이다(Goold & Lipkin
1999; Heritage & Maynard 2006a, 2006b). 이는 의사-환자 간의 관계가 의
료적 실천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치료의 성공과 효험(efficacy)으로 직결되
며, 의료의 윤리적 실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World Medical Association
2009: 34-35; Weitz 2007: 351-356; Goold & Lipkin 1999: 26; Ong et
al. 1995; Szasz & Hollender 1956). 많은 연구들은 환자와 의사 간 관계의
‘비대칭성’ 혹은 ‘불균형’을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꼽는다(West 1984; West
2010[1984]; Waitzkin 1985). 이러한 비대칭성은 의사와 환자 각각에게 부여
된 권력(power)이 불균형함을 말한다.
제석봉(2007)은 의사-환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치유에 대한
초자연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사제와 간원자간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능동-수동
관계, 전문적인 의학체계의 발달로 말미암아 발전된 지도-협조 관계, 임상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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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등장하게 된 가부장 관계, 그리고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과 사회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상호참여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유형 외에도, 의사-환자 간의 관계에는 앎과 무기력함의 문제, 전문가주의의 문
제, 사회 계층적인 문제, 젠더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개입(Waitzkin
1985; West 2010[1984])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은 더욱 다채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환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 즉 이들의 “관(關)” 역시 이러한
비대칭성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제석봉(2007)이 소개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의원에서의 환자-한의사의
“관(關)”은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하되 의사소통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계속적으
로 조정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환자-한의사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외에도, 의사소통의 상황과 맥락에는 한의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사회적 관계가 주요하게 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관찰된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는 크게 비대칭적인 관계와
공감 ․ 지지적인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비대칭적인 관계는 한의사에게
권력의 무게가 실어진(empowerment) 권력-불균형의 관계인데, 그러한 권력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물론(information power; DeVito
2012: 78), 한의학적 지식(expert power; ibid.), 그리고 의사라는 적법한 권위
(legitimate power; ibid.)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비록 이는 권력의 불평등으로
부터 비롯된 관계이지만, 환자-한의사 간 관계의 비대칭성은 환자가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응하는 극단적인 관계의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한의
사들은 종종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순조롭게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례 4-17] 비대칭적 관계의 전략적 사용
한의사: “극(克)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음양오행’에서도 ‘극’이라는 말이 있는
데. 이겨먹는다는 말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극해야 해요. 의사는 환자를 일단
이기고 들어가야 해요. 이런 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 알아듣
겠어요 이해해요” 이렇게 받아주면서도 하나 딱,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하
고. 그래야 뭔가라도[진단, 치료]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되어야 환자들이 신
뢰를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거에 의학적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데
서 자기가 병원 온 거에 대한 의의를 찾고, “응 잘 왔어”[라고 생각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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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믿고.

위 사례는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에 대한 한의사의 인터뷰 중 한 부분이다.
여기서 한의사는 “환자를 극(克)한다”, 즉 “환자를 이기고 [진료에] 들어간다”라
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환자-한의사 간의 가부장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한의
사가 독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완급 조절’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사는 환자
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면서도(“아 그러세요 다 알아듣겠어요 이해해요”), 환
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통해 “의학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극(克)”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즉, 비대칭적인 관계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
에 대한 일종의 권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한의사들은 이를
진단과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감과 신뢰를
얻고자 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한의사들이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의 이상형으로 생
각하는 관계이다. 이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이 겪는 통증만을 보지 않고, 환자들
이 통증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심리적 ․ 정서적인 고통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공감
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 한의사는 신체적인 통증의 파악과
치료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 환자가 겪게 되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파악하고 환자를 지지하는 역할이 기대되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한의
사의 전문적인 조언 외에도 환자의 참여와 환자에 대한 공감 등이 강조되기 때
문에, 환자 중심적인 관계라고도 말한다.
[사례 4-18] 공감 ․ 지지적인 관계 (1)
한의사: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너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동조하는 것들을 원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거
든요. (중략) “이 사람[한의사]이 내가 아픈 부분을 이해해 줄 것이고 그 담
에 이 사람[한의사]이 솔루션을 내줄 것이다”라는 두 가지에 목적을 가지고
[한의원에] 오시는 건데 그걸 동조를 해주는 거랑 동조를 해주지 않는 거랑
되게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컨택[촉진]을 한다는 게 물론 저희가 부위를
찾아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많이 아파요? 토닥토닥” 이라는 개념
이 되게 큰 거 같아요. (중략) 예전에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성공하고 싶어? 의사로서 성공하고 싶어?” 말씀을 하시고, “그냥 환자가
아프다는 데 침 다 놔주고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귀 기울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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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리는 프로세스[과정] 자체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면 명의가 된대요.

사례 4-18은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사례에서 한의사는 환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하는 이유로
치료의 목적(“솔루션을 내줄 것이다”)과 공감과 이해(“내가 아픈 부분을 이해해
줄 것”)라고 언급한다. 즉, 환자들은 아픔의 치료라는 목적만큼이나 자신의 아
픔을 한의사가 이해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의사들이 공감 ․ 지지적
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사례에 나타나 있듯이,
한의사가 보고하는 공감 ․ 지지적인 관계란 한의사가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
고 환자의 아픔에 “동조”하는 관계라 보고한다. 이러한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나아가 한의사들이 “의사로서 성공”한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명의가 된
다는 것, 즉 의사로서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즉 공감과 지지의 관
계를 구축할 수 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앞선 소절에서, 병-서사에는 환자의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살폈다. 환자-한의사 간의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환자가 통증과 그 치료에 대
하여 갖게 되는 공포심, 불안감, 걱정과 같은 감정들을 완화하는 데에 큰 역할
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로 여겨진다.
[사례 4-19] 공감 ․ 지지적인 관계 (2)
연구자의 질문: 환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을 부탁
드립니다.
한의사A: 환자와의 관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아니 그만큼 중요한 게 환자들에게 공감? 공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일단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정도의 환자면 아주 응급 케
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없애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해요. 불안감이 없어야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한의사와 환자 관계라고 할 때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감하고 불안감을 없애주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의사B: [불안감이란] 예를 들으면 “[치료가] 아프지는 않을까?”,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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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와 같은 거죠] (중략) 또, 덜컥 겁이
나서 온 분들도 계셔요. 어제까지는 손이 괜찮았는데, 목이 괜찮았는데, 오늘
당장 손쓰기가 힘들다든지 이러면 무섭고 겁나죠. (중략) 한의사들은 이런 걸
잘 어루만져 주어야한다. 그런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례 4-19는 공감 ․ 지지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덧붙여, 이러한 관계가 한의사
로 하여금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같은 감정을 다루는 데 중요함을
한의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다. 한의사B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은 일
련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채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치료
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치료의 후유증 혹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을 말한
다. 한의사들은 치료에 앞서, 그리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어루만져”주고 “없애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즉,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관계”로, 치료
의 경제성을 이끌어내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전략적 사용만큼이나 치료에 앞서
중요하게 구축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비록 공감 ․ 지지적인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로서 교육되지만, 이는 한의사들
로 하여금 많은 노력과 실천을 요구한다.
[사례 4-20] 공감․ 지지적인 관계 (3)
한의사A: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공감․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
요. (중략) 이렇게 [환자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만지기 위하여 자세를 환
자를 향하여] 기울이는 게 생각보다 저희는 되게 힘들거든요.
한의사B: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끄덕여주더라도 나도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거죠. ((웃음)) 하지만
어떨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공감]하는 게 치료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환자를 진단해야겠고 침도 놔야겠는데 환자가 자기 히스토리를 엄청 길게 말
하는 거에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그럼 그만 하셔도 돼
요”라고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한의사 C: 환자분도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죠? 어
느 부위가 아프죠? 어떤 때 아프죠?” 이렇게 끝나는 게 양방 스타일이죠. 우
리[한의학] 같으면 환자 전체의 스토리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랑
라뽀[라포; rapport]라는 것도 쌓고. 내가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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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랑 라뽀가 쌓여서 와야 하거든요. 당연한 건데, 환자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거[라뽀]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환자
의 그런 부분을 해주고[공감, 지지] 아픈 부위만 아니라 전인적인, 홀리스틱
[전인적(全人的); holistic]하다고 하잖아요.

위 인터뷰는 공감 ․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한의사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의사로 하여금 한 번 더 환자의 아픈 부위를 보고 만져주기
위하여 움직이고, 환자의 호소를 들어주고 이해해야 하는 신체적 ․ 감정적 수고
로움을 요구하는 일이다. 더불어 환자의 아픔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과제
를 가진 한의사들에게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매우 힘든 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이러한 관계를 위하여 “인내”하는데, 이는 이러한 관계를
수립하는 일이 비단 어떤 이상으로서 교육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양방과 다
른 한방만의 스타일’이자 한의학이 가진 정체성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즉 공감과 지지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
가면서 통증을 이해하는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기초가 되기에 신체적 ․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의원에서 관찰되는 두 관계들, 즉 비대칭적 관계와 공감 ․ 지
지적인 관계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 고정된 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따라 수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
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
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언어 ․
비언어의 사용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지시하는 지표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이다. 특정한 어휘, 표현 방식, 언어적 의사소통은 신체 부위, 질병, 증세,
진단 등을 지시(reference)하는 역할과 더불어,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관계를 지
표(index)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언어 ․ 비언어의 사용이 환자-한의사 간의 특정한 관계를 지표하는지
를 살피기 위해, 본 절에서는 프레임(frame)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살폈듯이, 프레임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역할 구조, 언어 사용
을 규정하고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다. 상호작용 속 메시지의 이해를 돕는 다양
한

언어적

․

비언어적

신호를

의미하는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Gumperz 1982)와 유사하게, 프레임 역시 특정한 상황과 발화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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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한의사 간 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원에서 관찰된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
지 프레임, 즉 치료의 프레임과 보살핌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료
와 의사의 역할은 크게 치료와 보살핌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치료의
프레임이 의료를 통하여 ‘질병의 부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보살핌의 프
레임은 신체적 외상이나 내상의 회복보다 심리적 혹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
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치유(healing)와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프
레임이란 환자의 치료 혹은 처방과 같은 의료적 상호작용에 대한 프레임이며,
보살핌의 프레임이란 환자의 마음과 심리를 돌보고 치유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프레임을 말한다. 아래의 표는 이 두 프레임의 주요 특성을 비교 정리한 것이
다(표 7).

프레임
주요 특성
핵심 특성
상호작용의 목적
언어적 특성

참여자들의 역할
구도

수반 효과

치료의 프레임
치료(cure, treatment,
therapy)
치료 ․ 처방의 효험

보살핌의 프레임
치유, 보살핌(care)
라포의 형성,
부정적 감정의 완화

레지스터 효과

친교적 말하기,

(register effect)

일상적 어휘의 사용

한의사-환자

동반자적 관계

질문자-응답자

보살피는 자/ 지지자 -

선언자/판관-청중

수혜자

전문가적 권위와 위세의
구성

공감 능력, 정서적 지지

의료적 기능;

윤리적 기능;

목적 지향적, 실용적

이상적, 도덕적

공간 언어

개인적 거리(personal

개인적 ․ 친밀한(intimate)

(proxemics)

distance), 진찰/치료의 자세

거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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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언어
(kinesics)

촉진, 한의사의 의상과 도구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한의사의 시선과 몸짓

[표 7] 치료의 프레임과 보살핌의 프레임

1) 치료의 프레임
치료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주된 목적은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와
처방이 의료적인 효험(efficacy)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레임의 상호작용들
은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목적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을 갖는다. 이는 치료 프레임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인 ‘전문성’과도 연결된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상호작용하는 참
여자들은 의사라는 전문가와, 이러한 전문가로부터 의학적 도움을 구하려는 환
자라는 역할 구도를 갖는다. 이 외에도, 치료의 프레임에는 진찰의 과정에서 의
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을 건네는 질문자와 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응답자의 역할과, 진단의 과정에서 환자의 아픔을 판단하는 판
관이자 진단을 선언하는 선언자와 이를 듣는 청중의 역할 구도도 존재한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두드러지는 언어적 특성은 의학 혹은 한의학적 전문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수반되는 레지스터 효과(register effect)(Silverstein 2013; 강윤
희 2015)에 있다. 의료 혹은 한의학적 전문 용어와 같이 특정한 레지스터를 능
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화자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이나 전
문적 지식 ․ 기술과 같은 개인의 전문성의 문제는 물론, 전문가적 집단의 성원
됨(membership)의 여부, 그리고 개인의 계급성과 같은 정체성을 지표하는 효과
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나

취미 ․ 여가활동에 대한 것일 경우, 레지

스터의 어휘 및 어법(phraseology)이 두드러지게 분화되어있어, 이러한 레지스
터

효과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Silverstein

2006:

491-492;

Silverstein 2013: 349-350).
레지스터 효과는 앞선 Ⅲ장에서 살폈던 한의사의 아픔 표현형 범주 Ⅳ, Ⅳ장
1절에서 살핀 질병 프레임에 입각한 한의사의 “관(觀)”과 연결된다. 이러한 언
어 사용들은 모두 ‘전문성’이라는 특성과 연결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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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한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의 아픔을 의미화하고 표현하는데(한의
사의 “관(觀)”), 여기에는 통증 명사와 의료 ․ 한의학적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환
자의 아픔을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특성은 한의
사의 전문성과 권위가 언어적으로 구성되고 강화하며, 환자와 한의사 간의 비
대칭적인 권력의 구도를 알 수 있게 한다.

008

a
b
c

한의사
환자
한의사

d
e

환자
한의사

[사례 4-21] 치료적 프레임에서의 언어 사용
엎드려보세요: 디스크면 못 올라가요 그게[다리]
아니 그 때 선생님이 디스크 초기라고 하셔서 ((엎드린다))
일단 이게 디스크는 엄밀하게 말해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해가지
고 뼈 사이에 추간판이 손상되어서 그게 터져서 수핵이 나온거가
진짜 디스크구요 흔히 디스크이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팽륜되거나
아님 이쪽 경결이 있거나 아님 이쪽 근육이 뭉쳐서 요골 신경통
이 있는 거를 대충 할머니들 용어로 ‘디스크끼가 있다’ 얘기를 하
지만 정말 디스크냐 아니냐의 핵심은 하지직거상검사라구 이 다리
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첫 번째거든요(.) 그니까 좌골 신경통
이 있긴 하지만 그게 뼈하고 디스크 문제는 아니시다(.) 지금 이
렇게 내려 저리는 거 있죠?
그게 경직이 되었다는 느낌(.) 피가 안 통하는 건 아닌데 가렵고
으응 여기가 이렇게 청근이 있어서 여길 한 번 쭉 따볼 거에요
거기서 정맥이 약간 정체가 되어 있어요 뭐가 자꾸 땡기는 느낌
이 들 수 있어요

사례 4-21은 치료적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위 사례는 환자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의사가 하
지직거상검사를 시행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수핵”, “팽륜”, “경결”, “요골 신경통”, “하지직거상검사”, “좌골 신경
통”, “청근”, “정맥이 약간 정체” 등과 같은 의학적 ․ 한의학적 레지스터를 섞어
가며 설명한다(008-c). 이러한 설명에서 한의사는 주된 화자인데, 그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이자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선언하는 선언자이며,
환자는 청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상태를 평가 받는 입장이자 ‘환자’가 된다. 나
아가 한의사는 자신의 진단을 바탕으로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는데(008-e), 이는 사례 4-21의 의사소통이 치료적 목적 아래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치료적 프레임에서는 흥미로운 비언어적 특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공간
언어’(proxemics)(Hall 1963; Knapp 1972)와 ‘동작 언어’(kinesics)(Birdwhis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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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Knapp 1972)라는 비언어적 자질이 환자와 한의사 간의 특정한 관계를
지표한다는 점이다. Knapp은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차원을 (1) 신체 동작(body
motion), (2) 신체적 특징(physical characteristics), (3) 접촉 행위(touching
behavior),

(4)

준언어(paralanguage),

(artifacts),

(6)

환경적

(4)

요소(environmental

공간학(proxemics),
factors)로

나누어

(5)

인공물

설명하였다

(Knapp 1972: 5-8).20) 이를 한의원에서의 의사소통에 적용해보면, 이 차원들
은 크게 공간 언어(공간학, 환경적 요소)와 동작 언어(신체 동작, 신체적 특징,
접촉 행위, 인공물)로 정리될 수 있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공간 언어는 한의사와 환자 간의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와 자세(posture)로 드러나는 비언어적 자질을 말하고, 이 자질들은 치
료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에 수반되어 참여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지
표한다. 대화 내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거리(conversational distance)
와 참여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지(spatial arrangement)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알려주는 공간적 ․ 환경적 요소이다
(Knapp 1972: 42-54; DeVito 2012: 157-159). Hall(1963)은 대화 내 참여자
20) Knapp이 논의한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차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napp
1972: 5-8).
(1) 신체 동작에는 몸짓 (gesture), 몸의 동작 (movement of the body), 표정 (facial
expression), 눈동작(eye behavior), 자세(posture)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금, “OK”
손동작과 같이 동작이 명확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엠블럼(emblem), 손동작으
로 물체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발화와 수반되어 사용되며 말 그대로 발화를
‘도해(illustrate’)해주는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정서적 의미와 상태를 표현하는
정서 표시(affect display), 상대의 발화 혹은 청취를 관찰, 유지, 제한하는 동작인 조
정자(regulator), 상대로 하여금 화자의 필요를 표시하는 어댑터(adaptors)가 있다.
(2) 신체적 특징에는 참여자의 체격(physique), 체형(body shape), 매력(attractiveness), 향
기나 악취, 피부색 등이 있다.
(3) 접촉 행위는 위의 신체 동작에 포함될 수 있는데, Knapp은 아동의 초기 발달 단계에
서 성인이 아동에게 취하는 접촉 행위를 하나의 하위범주로서 분리하였다.
(4) 준언어는 음조(pitch), 리듬(rhythm), 속도(tempo) 등과 같은 음성 자질(voice quality)
과, 음성 묘사어(vocal characterizer), 음성 수식어(vocal qualifier), 음성 분리체(vocal
segregate)로 이루어진 발성(vocalization)이 있다.
(5) 공간학은 참여자의 공간에 대한 지각과 사용에 대한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들이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거리나 공간 활용을 하는지에 주목한다.
(6) 인공물은 비언어적 자극으로서 기능하는 물체를 말하는데, 주로 화장품이나 안경, 가
발과 같은 미용 용품(beauty aids)가 속한다.
(7) 환경적 요소는 가구, 건축 양식, 내부 장식, 음악, 소음, 냄새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물리적 배경에 대한 것이다. 앞선 범주들이 의사소통 참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면, 환경적 요소는 의사소통과 참여자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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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거리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리가 의미하는 대인 관계의 유
형을 정리하였다.21)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대화 참여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
질수록 참여자들 간의 친밀성의 정도가 점차 높아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거리의 구분이 모든 의사소통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들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물리적 거리와 의사소통 중의 자세나 위치가 참여자들 간
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됨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공간 언어의 여러 요소들은 아래의 그림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들(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은 각각 진료실의 풍
경과 치료실에서의 풍경의 대표적인 장면들을 삽화의 형태로 그린 것이다. 그
림 11과 그림 12는 모두 진료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풍경이며, 그림 13은 침구
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치료의 풍경이며 앞선 사례 4-21의 장면을 삽화로 스
케치한 것이다. 이 중, 그림 11은 책상을 두고 한의사와 환자 간에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한 채 진찰과 진단을 내리는 장면이다. 그림 12는 허준 한방병원에서
특히 자주 관찰되는 장면으로, 한의사가 벽면에 걸려있는 커다란 화면을 통하
여 환자의 X-Ray, CT 스캔, MRI 영상 등을 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진단하는 장면이다. 한의사와 환자가 모두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진료실
의 풍경과 달리, 그림 13의 치료실 풍경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환자가 치료용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한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진료
실보다 더 잦은 촉진(가령, 아픈 부위를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진찰 행위, 마사
지 치료, 침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그림 11] 환자와 한의사 간의 거리 (1)
21)

[그림 12] 환자와 한의사 간의 거리 (2)

네 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0-45.72㎝(18인치)의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2) 45.72㎝-121.92㎝(4피트)의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 (3)
121.92㎝-365.76㎝(12피트)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4) 365.76㎝이상의 공
적 관계(publi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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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환자와 한의사 간의 거리 (3)

위 세 그림에서 한의사와 환자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거리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에서 한의사와 환자는 한의사의 사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한의사나 환자 그 누구도 앉은 자리를 옮기거
나 자세를 고쳐 앉음으로써 그들 간의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는다. 특히 한의
사가 영상자료를 설명하는 그림 12에서 두 참여자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데, 한
의사는 서서 환자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환자는 앉아서 이를 올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조성은 흡사 교실 내 교사-학생의 공간 조
성(Knapp 1972)과 비슷한데,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한의사와 ‘가르침을 받는
역할’로서의 환자라는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림 13에서 한의사
는 서 있는 자세인 반면, 환자는 누워있거나 엎드린 자세로 대화를 나누게 된
다. 비록 그림 11과 그림 12보다는 한의사와 환자 간의 거리가 좁혀졌지만, 한
의사는 고개나 허리를 숙여서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굳이 대화의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는다.
또한 치료의 프레임에서 두드러지는 동작 언어 중 하나는 촉진(觸診)으로 묶
이는, 촉각을 활용한 의료적 실천이다. ‘접촉(touch)’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 가장 눈에 띠는 비언어적 행위이다. 그러나 접촉이 어떤
프레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접촉의 의미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치료의 프레임에서 접촉은 치료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의료 행위’이다. 따라
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촉진하거나 진맥하며, 한의사가 여러 가지 신체 동작을
시범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은 모두 치료의 프레임임을 알려주는 일련의 단서라
고 할 수 있다.
촉진과 더불어 치료의 프레임에서는 한의사들이 입는 ‘하얀 의사 가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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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침과 주사가 구비되어있는 “트레이22)”, 한의사의 시선과 몸짓 등의
동작 언어가 있다. 특히 하얀 의사 가운이나 트레이는 한의사의 정체성과 권위
를 나타내는 인공물들인데, 특히 ‘하얀 의사 가운(doctor’s white coat)’은 의사
의 전문성, 즉 치료자로서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상징이다(Blumhagen 1979;
West 2010[1984]). 연구 대상지 중 하나인 동무 한의원은 아동들에게 “하얀 가
운을 입은 한의사 선생님”은 공포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보다 친근
한 존재로서 아동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한의사들이 하얀 가운 대신 캐릭터
가 그려진 앞치마나 가운을 입었는데, 이는 ‘하얀 가운’이 수반하는 한의사의
권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간 언어와 동작 언어는 사례 4-21과 같은 의료적인 말하기(medical
talk)와 함께 사용된다. 의료적인 말하기란 주제의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
한 의학적 ․ 한의학적 설명, 병이나 질환의 진단, 치료와 처방과 관련한 대화를
말한다. 어휘의 차원에서, 의료적 말하기는 한의사의 의학적 ․ 한의학적 레지스
터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특히 Ⅲ장에서 살폈던 한의사의 표현형 중 범주 Ⅲ
과 범주 Ⅳ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의료적인 말하기에서는 정보의 전
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즉 환자의 의학적 ․ 한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나
치료 및 처방에 대한 정보가 오해 없이 환자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야하는 것
이 말하기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에서 환자와 한
의사들은 필요 이상으로 그들 간의 거리를 더 가깝게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된
다.
전술한 특징들은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중 치료적 프레임에 속하는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치료적 프레임에 해당하는 상호
작용에는 한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프레임에서 ‘치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 한의사는 의학적 ․ 한의학적 레
지스터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말하기를 구사하거나, 개인적인 주제의 이야기보다
는 진단과 치료에 관한 주제의 말하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
본 사례 4-17에서, 한의사는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원활한 진료를 이끌어나가

22) 여기서 “트레이”는 회진용 카트(회진용 테이블)을 말한다. 한의사의 회진용 카트에는 침,
약침, 소독용품 등이 구비되어있으며, 대개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이를 손
쉽게 밀면서 침구실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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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비대칭적인 관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보살핌의 프레임
이에 비하여 보살핌의 프레임은 환자와 한의사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레임은 한의사에게 맥락에 맞는 특정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Hymes 1971)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환자의 감정을 파악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특히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 이를 완화
하는 방향의 말하기를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이다. 특히 이 프레임에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은 높은 가치가 부여된 요소이며, 환자에 대한 공감은 한의사들에
게 환자에 대한 도덕적 ․ 윤리적인 행위로서 교육되고 의식적으로 실천되는 것
이다.
따라서 보살핌의 프레임에서 참여자들은 ‘공감’과 ‘지지’의 실천을 기반으로 한
역할 구도를 갖게 된다. 이는 바로 ‘동반자적 관계’인데, 이 관계는 보살피는 자
이자 지지자인 한의사와 그러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는 수혜자인 환자로 이루어
진 관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환자-한의사의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감 ․ 지지적인 관계가 환자-한의사 간 비대칭적
관계에 어떤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공감의 주
체가 ‘한의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공감은 환자의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전문가적 권위에 ‘공감 능력’이
라는 자원을 더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비대칭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환자-의사간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
서 나타나는 일련의 언어 사용 양상과는 다른 장면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환자-의사 간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West 2010[1984], Waitzkin
1985)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사용의

특성으로

말

끼어들기

(interruption), 말 중복(overlap) 등이 있으며,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고 지배하
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West 2010[1984]: 380)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살핌의 프레임에서 한의사는 대화 지배적(conversational
dominant)인 언어 사용을 수행하지 않고, 환자 중심적인 말하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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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자와 나누는 친교적 말하기(phatic talk)나, 또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
하여 대화하는 한의사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례 4-22] 침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적 말하기의 사례
친교적 말하기
의료적 말하기
(phatic talk)
004
005

006

a
b
a
b
c
d
a
b
c
d
e
f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g

한의사

h
i

환자
한의사

j

환자

007

a
b
c
d

008

a

한의사

b
c

환자
한의사

(medical talk)
안압이 올라가는 느낌?
네:

고양이 이름이 뭐에요?
반야요
네?
반야:
반야: 부디스트세요? ((침))
(pause) 에?
((침)) 불교인이세요?
아뇨
(pause)((침))뜻이 뭐에요?
원래 지혜라는 뜻인데요
그니까 ((침))반야심경에서
반야(.)
어어
으음 불교인은 아니신데
((침))
원래 그 고양이를 키웠던
사람이=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지금 소독하셔야해요?
응? 방금 놨는데? 방금?
아니 땀 많이 흘려가지구
응 이거 느낌이 없으셨나
봐=

=그나저나 우리 애 이름은
삐약인데 삐약삐약 ((웃음))
수컷이에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사례 4-22는 친교적 말하기와 의료적 말하기가 함께 나타나는 치료의 한 부
분을 발췌한 것이다. 친교적 말하기란 화자 간의 유대 관계를 재강화하는 교감
적 ․ 사교적 언어 사용을 말하는데,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적 말하기는 사
례 4-22의 반려묘(伴侶猫)에 관한 대화처럼 한의사가 침 치료를 하면서 환자
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주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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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환자의 일상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다. 사례에서처럼 반려
동물에 관한 대화 외에도 자녀의 유치원 진학 문제, 육아의 고충, 곗돈 문제,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감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고간다. 이러한 대화는
치료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진행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사례 속 004행과 007행처럼 대화의 중간에 대화의 프레임이 친교적인 말하
기에서 의료적인 말하기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친교적 말하기는 한의사와 환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정서적 유
대와 공감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치료
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고,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일상 속 시시콜
콜한 이야기들을 유도하는 것은 사례 4-18의 한의사의 보고처럼, 한의사가 환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환자와
한의사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가 공감 ․ 지지적인 관
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친교적 말하기와 더불어, 공감 ․ 지지적인 관계에 대한 한의사의 지향은 언어
사용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자질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나타나는 비언
어적 자질 중, 공감 ․ 지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언어로는 한의사의 대화
위치와 자세가 있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한의사와 환자는 최소한의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그림 11, 12, 13 참고), 보살핌의 프레임에서
이들은 ‘보다 가깝게 서로에게 이동’하는 공간 조성(spatial arrangement)을 형
성한다.

그림 14 환자와 한의사 간의 거리 (4)

위의 그림 14는 보살핌의 프레임에 속하는 한 대화의 장면을 삽화로 그린 것
이다. 한의사는 치료를 하는 도중 환자의 말을 더 가깝게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숙여 환자와의 거리를 좁히거나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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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 수 있는 위치로 한의사가 이동하는 것은 보살핌의 프레임의 대화에서 자
주 나타나는 공간 언어이다.
한의사의 공간 사용과 자세와 더불어, 한의사들은 시선, 표정, 몸짓을 통하여
공감과 지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한의사가 환자와 빈번하게 눈을 맞추고,
환자의 호소에 맞추어 한의사의 감정과 그 변화를 적절히 표정을 드러내며, 손
이나 팔 동작을 사용하여 발화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작 언어가 바로 그러한 예
들이다.

034

a

[사례 4-23] 보살핌의 프레임 속 언어 ․ 비언어 사용
한의사
오::
또 어떤
(시선)
(동작)

일을 하세요?

D→P/MG
((환자의 손을 잡아준다))

((고개를 돌려 환자 응시))

(위치)

b

환자

그냥

가사일이죠 가사일인데:

(시선)
(동작)

걔네가 걔네

식구
P↓

((감정이 울컥한다))

((작은 한숨))
((목이 메이고 더듬거림))

(위치)

네 식구가 와 있으니까 그 때문에 요즘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시선)

P→D/MG
((한숨))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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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한의사

또 애기꺼 있음 그렇죠

(시선)

MG

d

환자

아주::::

>예예예<

(시선)

MG
(동작)

((격하게))

((한숨))

위 사례는 한의사들의 시선, 표정 몸짓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감을 표현하는지
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환자는 손을 다쳐 내원하였는데, 한의사는 환자가 최
근 새로운 집안일이 생겼다고 보고하자, 이에 대해서 질문한다(034-a). 이 때
한의사는 놀란 눈으로 환자를 응시하며 환자의 집안일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
고, 집안일을 재질문하면서 환자를 향해 의자를 당겨 앉으며 환자의 손을 잡아
줌으로써 환자와의 거리를 좁힌다. 이러한 거리의 조정은 환자와의 보다 밀접
한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Knapp(1972)은 Hall(1963)의 거리에 따른 이(離)/집(集)사회적 특성을 언급하
며,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그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관계의 유대비유대의 특성을 조정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의사가 능동
적으로 환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조정하는 행위는 환자-한의사 간의 사회적 거
리까지 좁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사의 이동과 손을 잡아주는 행위 이후 환자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되는
데, 이는 환자의 음성적 자질, 즉 목이 메는 목소리와 더듬거림과 함께 나타난
다. 환자가 자신의 딸 식구가 자녀의 출산 이후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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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났음을 보고한 후, 한의사는 환자를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034-c) 공감을 표현한다. 이에 환자는 격하고 빠른 말투로 응답함으로써 한의
사와의 공감대를 이루어낸다.
즉, 사례 4-23에서 나타나는 한의사의 비언어적 행동은 한의사로 하여금 간단
한 질문(034-a, 034-c)만을 토대로 환자가 어떤 집안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
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
한 비언어적 행동은 환자와 한의사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한의사가 환자에게
공감 ․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의사의 공감 행동
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해당 한의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례 4-24] 보살핌의 프레임에 대한 한의사 인터뷰
한의사: [공감 행동은] 케어(care)죠. ‘집안일이 뭐에요’라고 물으면 보통 엄마
들은 ‘그냥 집안일이죠’라고 답하세요. ‘나도 그 집안일이 뭔지 궁금해요 알려
주세요’, ‘아 힘드시겠다 어떡해요’라는 느낌이 전달되면 그럼 ‘애기 업고 설거
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 화분이 많은데 화분을 매일 옮겨줘야 해요’
같은 답이 나와요. 이건 중요한 정보거든요. 또 환자분들도 이걸 말하면서 답
답함도 풀 수 있어요.

이 설명처럼 한의사의 공감 행동은 “(환자를) 케어”하는 것, 즉 보살피는 행동
이다. 이러한 “케어”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
니라, 환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같은 감정을 풀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하는 것이
다. 즉, 이러한 한의사의 공감 행동은 치유와 보살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
동들이며, 단순히 환자를 문진(問診)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힘든 감정을 어루
만져주고 신경써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로하는 보살핌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들인 것이다.
이러한 치료의 프레임과 보살핌의 프레임에 속한 언어 사용과 이에 수반된 다
양한 비언어적 자질들은 환자와 한의사 간의 특정한 관계를 지표한다. 치료의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의료 ․ 한의학적 레지스터는 한의사의 전문가적인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는 언어 자원이며, 보살핌의 프레임에서 두드러지는 친교적 말하
기와 일상적인 어휘는 한의사의 공감 능력과 실천을 위한 언어 전략과 자원이
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치료의 프레임에서 의사에게 전문가적 권위와 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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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려 있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보살핌의 프레임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공감하
고 그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공감 ․ 지지적인 관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례 4-25] 환자-한의사 관계의 전환
<상황> 환자는 침구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거리․ 동작 설명
001
002

003

a
b
a

한의사
환자
한의사

b
c
d
e
f
g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a
b

환자

c
d
e

한의사
환자
한의사

f

환자

***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허리 봐드릴게요: ((허리 만지면서)) 아이고
여기 딴딴하네
아침에서 또- 오른쪽이 아파요 오른쪽이
여기?
아유아유 여기 ((신음소리)) 아::
여기?
아파죽겠네
((웃음)) 오른쪽이 아프다 왼쪽이 아파요? 자
○○님 이제 급하게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쫙 오늘 허리 치료해드릴게요::
(중략)
여기가 약간 그 때 그거 맞은 후로도 괜찮았
는데 하여튼 그거 그거 후로 내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거?
○○이 걔 유치원 가는거
((놀라서 치료 멈추고)) 아니 엄마 벌써 손자
가 그 나이야? ((웃음))
어:: 근데 ((짜증내는 말투)) >요즘 유치원이
기달려야 한다는거야<

004

g
h
i

한의사
환자
한의사

j

환자

k
a

한의사
환자

b

한의사

c

환자

어? ((허리를 숙이고))
무슨 추첨 그런 걸 해야 한대
아:: (?) 보낼라구 그랬구나? 엄마 그거 힘들
어 그냥 무난한 데 보내요
난 그러고 싶은데 애 엄마가=
[
응 ((약침주사))
=거기 거기가
아프네 아유 좀 더 놔줘요
((허리를 피고 일어나서 문질문질)) °여기는
어때요?
아퍼요 ((신음소리)) 아:

환자는 침대에 엎
드려있고,

한의사

는 환자의 허리를
눌러 통증 부위를
찾고 있다.

허리를

만지다가

고개를 돌려 환자
를 봄.
한의사가

허리를

피고 서서 환자가
자신을 볼 수 있게
옆으로 이동.
한의사가 다시 허
리를 숙이는데, 머
리를 환자의 얼굴
방향으로

기울여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한의사가 다시 치
료 자세로 거리/말
투를 조절한다.

위의 사례는 의사소통 내에서 전환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례이다.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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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는 ‘비대칭적 관계(002) → 공감 ․ 지지적 관계
(003) → 비대칭적 관계(004)’로 전환되고 있다. 환자와 한의사는 치료의 진행
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비격식적 상대 높
임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환자에게 이름 뒤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을 사용한 호칭([이름]+-님)인 “○○님”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한의
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는 발화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간의 거리 역시 개인
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의사도 치료를 위한 접촉 외의 접촉은 하지 않
고 있다.
이는 환자의 발화(003-b)를 통해 친교적 말하기로 전환된다. 이 말하기(003)
에서 환자는 손자의 유치원 입학 문제를 주제로 꺼내고 있고, 한의사에게 반말
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이전의 말하기에 비하여 환자는 친교적 말하기에서 어
조와 속도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짜증이 섞인 말투와 흥분하여 빠
르게 말하는 모습(003-f)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의사 역시 친교적
말하기에서 환자에게 반말과 해요체를 섞어서 사용하며(003-e, 003-i), 환자를
“○○님”이 아닌 “엄마”로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화에서 한의사는 치료를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거리를 유지한다기 보다, 환자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환자 방향으로 숙이기도 하고(003-g), 온 몸을 사용하여 환자의 말에 반
응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는(003-e) 등 친밀함을 나타내는 공간 조절과 동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다시 대화는 치료의 말하기로 전환되는데(004), 환
자와 한의사는 다시금 처음의 상태로 참여자 간의 거리, 자세, 동작을 조정한
다. 한의사는 다시 치료의 자세로 포즈를 고치고, 환자에게 차분한 어조로 질문
한다.
위 사례로부터, 특정한 언어 사용의 양상은 환자-한의사 의사소통이 서로 다
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위 사례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는 비대칭적 관
계 혹은 공감 ․ 지지적 관계 중 하나가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하나의 의사소통 상황이 하나의 프레임
이나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사소통 상황 속
에서 치료와 보살핌의 프레임은 수시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서 환자-한의사 간
의 관계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환자와 한의사의 언어 사용의 양상
은 이러한 변화와 전환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marker)의 역할을 한다.

127

본 장은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자와 한의사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
다. 우선 한의원에서 관찰된 환자-한의사 간 상호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
폈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유형 중 의료적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환자
-한의사 간 의사소통의 과정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
소통을 이루는 각 단계들은 그 정해진 순서를 밟아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거나 특정 단계가 생략된다. 또
한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이 아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해의
간극을 조정해 나가되,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 의해 이해의 격차가 역동

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살폈다.
이후 본 장에서는 환자와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관(觀)”을, 각각 병-서사와
진단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환자의 “관(觀)”은 ‘일상’을 강조하며, 아픔
을 표현할 때 일상의 맥락과 아픔을 연결하려는 특성을 보인 데 비하여, 한의
사의 “관(觀)”은 환자의 아픔을 의료 언어, 즉 한의학적 언어로 전환시키는 과
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Ⅲ장에서 살폈던 환자 및 한의사의 아픔 표현의 주
요 특성과, 본 장의 초반에서 살폈던 의사소통 내 두 가지 프레임인 병/질병
프레임과도 연관되는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 즉 “관
(關)”을 분석하였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환자-한의사 간 관계는 크게 비대칭적
인 관계와 공감 ․ 지지적인 관계였다. 특히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의 언어 사
용 양상이 이러한 관계를 지표한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치료의 프레
임과 보살핌의 프레임의 주요 특성과 그 사례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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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말의 여백, 몸의 노래”:
아픔의 언어화 과정과 언어 이데올로기

환자:

도대체 저도 제가 어떻게 아픈 건지 잘 설명이(.) 모르겠거든요? ((웃음))

한의사: 천천히 말씀 주세요
환자:

(pause) 아 이걸 어떻다고 말해야 해 진짜 ((웃음))

한의사: 뻐근:해요 시큰해요 묵직:해요 아님
[
환자:

그냥 정말 <아파요>

한의사:

(pause) 네:

본 장은 위 사례의 환자와 한의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언어화’에 주목하되,
언어화의 ‘과정’에 무게를 실어 이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장
에서는 아픔의 감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아픔이라는 감각이 언어로 옮겨
지는 과정인 ‘언어화’가 한의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감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데에 언어는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데, 신체생리적 과정을 통해 자극을 지각하고 감각으로서 인지하게 되
면 이를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감각은 반드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언어는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소통하는 것만은 아니라, 다
양한 감각들의 경계와 감각 경험을 구성하기도 한다. 즉, 언어는 아픔이라는 감
각 경험을 반영하여 소통할 수 있게끔 하지만, 한편으로 언어는 특정한 감각
경험을 아픔으로 구성하고 규정짓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특정한 아픔을 ‘시큰하게 아프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감각을 두고 ‘이것은 시큰하게 아픈 것이다’라고 말
함으로써 어떤 감각 경험을 구성하기도 한다.
한의원에서 발견되는 아픔의 언어화로는 감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인 일차
적인 언어화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언어화 작업을 조정하고 재편하는 이차적인
언어화가 있다. 한의원에서 발견되는 아픔의 언어화 분석을 위하여, 본 장에서
는 우선 아픔의 언어화에 개입하는 상위 언어적 요소인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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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핀다. 여기서는 특정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가치, 평가
등을 말하는 언어 이데올로기(Woolard 1998) 개념을 사용하여, 한의원에서 아
픔이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어떻게’ 옮겨지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때 언어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또는 언어 사용에 대한 관념(강윤희 2004: 24)을 말한다. Silverstein은 언어 이
데올로기를 사람들이 특정한 언어 구조나 사용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련의
믿음(Silverstein 1979: 193)으로 설명하였고, Irvine은 이를 언어와 사회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의 체계(Irvine 1989: 255)이며 특히 언어
와 사회를 매개하는 요인(mediating factor)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ibid.). 또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영어(Park 2004)나 싱글리시(Singlish)(강윤희 2014)와 같이
특정한 언어 혹은 그 변이어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지시적 기
능(Silverstein 1976)과 같이 특정한 기능에 대한 화자들의 관념에 대해서도 적
용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언어 이데올로기는 화자들로 하여금 말과 사회적 세
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이러한 연결에 대해서 화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제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언어 이데올
로기 개념은 한의원에서 화자들이 언어, 특히 말과 그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환자와 한의사가 아
픔을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하게’ 옮기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본 장에서는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경험
과 지각에 대한 한의학적인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의원에서 아픔이
언어화되는 과정과 그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고, 마지막으로는 Ⅳ장에서 소개하
였던 “관(觀)” 개념을 중심으로, 언어화가 재편성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의료
적인 맥락으로 재맥락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말의 여백”: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

한의원에서 ‘언어’는 정보의 표현과 전달이라는 언어의 정보적 기능과 불가분
하게 인식되고 사용된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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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전달과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란 환자가 호소하는 아
픔에 대한 것으로, Ⅳ장에서 살폈던 병의 징후(signs), 증상(symptoms), 증상군
(syndrome), 질병(disease)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정보의 원활한
전달이란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환자로부터 한의사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환자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의원 방
문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정보 전달
의 중요성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환자들이 ‘언어’를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표현과 전달은 한의원에서 내부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원에서의 언어를 환자와 한의사는 “말”이라고 부르고, 말은 한의원
에서 아픔의 내용과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는 중요하고도 유일
한 수단이 된다. 말을 통해 아픔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한의사와 환자들은
말이 갖는 한 특성을 강조한다. 이는 바로 말이 아픔을 오롯하게 표현해낼 수
없는 ‘한계’ 혹은 ‘형언할 수 없는 성질’(inexpressibility)(Majid & Levinson
2011: 12)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5-1]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환자의 보고
연구자:

아까 전 진료 때 ‘아픈 건 맞는데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환자A:

(선략) [말로는] 힘든 게[있어요] 아픈데 그게 그렇게[말로 표현하
는 것이] 잘 안돼 ((웃음)) 나는 노력하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아
픈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 그렇다고 하죠.

연구자:

막 ‘시큰시큰 아파요 아님 묵직하게 아파요’ 이런 것 같이요?

환자A:

음 그렇죠 (중략) 근데 [환자들이] 뭘 알겠어요 두통하면 두통인
거지 어떻게 아프다는 걸 [말로 하는 것은] 힘들죠. 내가 말을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애시당초 이걸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인 거 같아요.
(중략)

환자A:

말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댔는데 사실 내가 아프다는
걸 설명하는 데에는 ((웃음)) 별 일을 못하는 거 같아요. 무능해.

위 사례는 환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함에 있어 느끼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
에 대해서 보고하는 인터뷰의 부분들을 발췌한 것이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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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지각하고 느끼고 있지만(“아픈건 맞는데”, “아픈데”), 그
것을 말로 옮겨내어 한의사에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힘들죠”, “어
떻게 아프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힘든 일”). 즉, 환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가 매우 힘든 것
이다. 특히 위 사례의 환자는 언어가 갖는 한계성을 직접적으로 보고한다. 환자
는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창조적 성질을
언급하면서(“말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다(“내가 아프다는 걸
설명하는 데에는 별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가
“무능”하다고까지 비유하면서 아픔의 표현에 있어 언어가 갖는 한계를 설명한
다.
이러한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은 한의사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한의사들
은 위 사례의 환자들처럼 아픔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며, 말로는 아픔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보고한
다.
[사례 5-2]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한의사들의 보고
한의사F:

진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아픔을 설명
하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죠. 말로는 그 아픔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에는 리미트[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진료
보면서 제가 더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픈 겁니까?’ ‘욱씬하나
요?’

한의사C:

환자에게 말로 그걸 다 [표현]해내길 바라면 안돼요. 애초에 이건
[아픔의 표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요.

위 사례는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이 나타난 부분을 인터뷰로
부터 발췌한 것이다.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들 역시 언어를 통해 아픔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리미트”)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의사 C가 설명하듯이,
한의사들은 아픔은 언어를 통해서 온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환자들이 겪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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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신들이 환자들에게 더 자세히 질문함으로써(“이렇게 아픈 겁니까? 욱씬
하나요?”) 환자들의 표현과 설명을 돕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로부터 한의원에서 환자와 한의사들이 말에 대하여 갖는 가정을 짚어볼 수
있다. 즉 말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아픔을 선명하게 표현해내고 명확하게 전
달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
는 아픔의 유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픈지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말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 말이 갖는 한계는, 한 한의사의 비유를 빌리자면 “말의 여백”이
다.
[사례 5-3] “말의 여백”
한의사 B:

한의원에서 언어라.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요. 음 “말의 여백”이라
고 하면 어떨까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아픔을 표현할 수 없
는 빈 공간.

사례 5-3에서 한의사는 한의원에서의 언어를 “빈 공간”으로 비유한다. 이러한
“빈 공간”이란, 지각되고 있는 아픔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말한
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픔을 말로 표현하는 주체는 환자이기 때문에, “말의
여백”은 환자가 온전하게 자신의 아픔을 언어로 옮기고 표현할 수 없는 빈 공
간이다. 이러한 한의사들과 환자들의 메타언어적 진술들은 말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평가, 가치, 즉 언어 이데올로기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한의원에서의 말은 아픔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즉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의원에서 이는 언어가 갖는 본래
의 성질이자 “어쩔 수 없”는 성질로서 가정된다(사례 5-2). 정리하자면, 한의원
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란 아픔이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화자들로 하여금 상징 혹은 비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혹
은 화자의 맥락과 경험에 의존하여 아픔을 표현하게끔 한다. 즉, 한의원에서의
언어이데올로기는, 한의원에서 화자들이 아픔을 ‘어떠한’ 언어(가령, 비유적인
표현, 장황한 기술)로, ‘어떻게’ 옮기는지(가령, 인용을 통하여, 맥락에 의존하
여)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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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의 노래”: 감각 경험에 대한 한의학적 방식

‘몸’을 바라보는 의료의 시선에 주목하여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비교의
학사적인 논의를 하는 Kuriyama(1999)는 의사가 환자의 몸의 상태를 감각을
통해 느끼는 방식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
면, 지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들 모두
같은 대상을 지각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적 맥락과 지식 등의 차이로 인해 지각
의 과정과 결과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각의 상이성에
더하여,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지각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서로 상반된 관점
을 취하게 된다.
서양의학은 개인에 따른 상이한 지각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언어가 개인차
를 뛰어 넘는 객관적인 실재를 상정하고, 이를 언어가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
다. 즉, 서양의학에서는 감각을 선명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관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수(數)나 셈과 같이 논리적이며, 의미의 느슨함이 없
이 정확하고 사실적이며 체계적이다. 특히, 사실의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감각
은 대상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주관에 의해 걸러지지 않음이 강조된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그러한 “선명한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은 감
각에 대한 완전한 명확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각 그 자체를 포
착하기에는 감각에 대한 단어는 그 수가 한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감각을 빗댈 수 있는 상(象)이나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감각을 표현했다(Kuriyama 1999: 65-81).
한의원에서도

환자들의

아픔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관점과

그

방식은

Kuriyama(1999)의 동양 의학의 흐름을 따라간다. 한의원에서 감각은 그것이
‘아픔’일 때는 인지해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을 지각해야 하는 경로
이자 방식이 된다. 한의원에서 감각이 어떻게 경험되고 지각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바로 맥진(脈診)과 직관(直觀)이다.
본 논문의 Ⅱ장과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의원에서의 진찰 방식은 상당히
감각적이다. 이는 진찰이 한의사의 오감(五感)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망문문절(望問聞切)”로 대표되는 한의학적 진찰법은 한의사의 시각(視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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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聽覺) ‧ 후각(嗅覺) ‧ 미각(味覺) ․ 촉각(觸覺)을 통해 아픔을 지각한다. 이
중, 아픔의 지각에 대한 한의학적 관념은 ‘맥진(脈診)’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다. 동양의학에서 맥은 곧 한의사가 손가락의 감각을 규정하는 방식, 즉 맥 자
체가 느껴지는 방식을 기술함으로써 정의된다(Kuriyama 1999: 98). 특히 흥미
로운 점은, 맥진은 다양한 감각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간의 전환
을 통해 진찰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사례 5-4] 맥(脈)
한의사 C:

내가 [환자를]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좀 더 복합적이고 여러 [맥의] 양
상이 있을 거에요. 수많은 애들[종류, 양상]이 나오는 거죠. [맥
은] 이 사람의 일종의 내시경이죠. 이 사람의 몸 상태 전부를 파
악한다. (중략) 일종의 한의학적 엑스레이죠.

사례 5-4는 맥(脈)과 그 상(象)에 대한 한의사의 설명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
다. 여기서 한의사는 맥상을 “일종의 한의학적 엑스레이”이자 “내시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비유는 한의사가 맥을 통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보고하듯이, 맥은 “상황”, “환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의사에게 환자가 호소하는 아픔의 정
보로 기능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한의사의 “내시경” 혹은 “엑스레이”에 대
한 비유는 맥진을 통해 촉각적으로 지각한 감각 경험이 시각적 내용으로 전환
되고, 이러한 정보가 곧 아픔에 대한 정보로서 인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에서 맥의 양상에 대한 분류와 그 묘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맥에 관한 고전적 의서들, 가령 맥경(脈經) 혹은 의학입문(醫學入門)의 ｢
제맥체상(諸脈體狀)｣에서는 맥이 손가락에 닿는 형상을 28가지의 맥상(脈象)으
로 설명한다. 맥‘상’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맥상은 촉각적 경험인 맥을
시각적 내용인 ‘상(象)’으로 묘사한다. 아래의 사례는 주제보자가 연구자에게 제
공한 28가지 맥상에 대한 설명을 옮긴 것이다.
[사례 5-5] 제맥체상(諸脈體狀)
浮按不足擧有餘

부맥은 눌러 짚으면 부족하지만, 가볍게 짚으면 넘치고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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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按有餘擧則無

침맥은 눌러 짚으면 넘치고 남지만, 가볍게 짚으면 안

遲脈一息剛三至

지맥은 한 호흡에 세 번을 뛴다.

數來六至一呼吸

삭맥은 한 호흡에 여섯 번을 뛴다.

滑似累珠來往疾

활맥은 이어진 구슬과 같아, 오고 가는 것이 빠르다.

濇滯往來刮竹皮

삽맥은 막혀 있어, 오고 가는 것이 대나무 껍질을 긁는

뛰는 듯하다.

것과 같다.
大浮滿指沈無力

대맥은 가볍게 짚으면 손가락에 가득하지만, 세게 짚으
면 힘이 없다.

緩比遲脈快似兒

완맥은 지맥보다 조금 빠르다.

洪如洪水湧波起

홍맥은 큰물이 용솟아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實按愊愊癧自殊

실맥은 누르면 맥이 견실하여 힘이 다르다.

弦若張弓絃勁直

현맥은 큰 화살을 당겨 줄이 굳세고 곧다.

緊似牽繩轉索初

긴맥은 꼬아 놓은 줄을 당기는 것과 같다.

長脈過指出位外

장맥은 맥을 짚는 손을 넘어서 그 밖으로 나간다.

芤兩頭有中空踈

규맥은 양쪽 끝은 있지만 중간이 비어 있고 성글어있
다.

微似蛛絲容易斷

미맥은 거미줄과 같아서 잘 끊긴다.

細線往來更可觀

세맥은 선이 오고 가는 것과 같아서 잘 보인다.

濡全無力不耐按

유맥은 온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누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弱則欲絶有無間

약맥은 끊어질 듯하기 때문에, 맥이 오고 가는 것의 사
이가 없다.

虛雖豁大不能固

허맥은 확 트이고 크지만, 견고하지 않다.

革如按鼓最牢堅

혁맥은 마치 북을 누르는 것과 같이 가장 견실하다.

動如轉豆無往來

동맥은 마치 콩을 굴리듯이 오고 가는 것이 없다.

散漫乍時注指端

산맥은 퍼져서 때때로 손가락 끝에 물이 밀려오는 것과
같다.

伏潛骨裏形方見

복맥은 뼈 속에 잠기고 나서야 비로소 형태가 나타난
다.

絶則全無推亦閑

절맥은 온전하지 않아 밀어도 맥이 없다.

短於本位猶不及

단맥은 원래 자리에서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促急來數喜漸寬

촉맥은 급하게 오기 때문에 삭맥같지만, 점차 완만해진
다.

結脈緩時來一止

결맥은 완맥이면서, 때때로 한 번 멈춘다.

代脈中止不自還

대맥은 중간에 멈추고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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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8가지 맥에 대한 묘사는 손가락에 닿는 맥의 ‘느낌’, 즉 촉각적 정보가
다양한 감각적 비유로 전환되면서 언어로 옮겨짐을 알 수 있게 한다. 두드러지
는 점은 시각적 심상으로의 전환으로, “활맥은 이어진 구슬과 같아, 오고 가는
것이 빠르다”, “홍맥은 큰물이 용솟아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동맥은
마치 콩을 굴리듯이 오고 가는 것이 없다”와 같이 특정한 ‘형상(刑象)’으로의
비유가 그러한 예이다. 이외에도 “산맥은 퍼져서 때때로 손가락 끝에 물이 밀
려오는 것과 같다”와 같이 촉각적 심상도 사용된다. Kuriyama가 이러한 표현
들이 “상호 관련되고 침투되어 얽히고설킨 감각의 그물로 되어있다”(Kuriyama
1999: 97)라고 표현하였듯이, 한의학적으로 맥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에는 한의
사의 오감이 복합적으로 동원된다.
아래의 사례는 주제보자가 사용하고 있는 맥상 정리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
다.
[사례 5-6] 제맥체상(諸脈體狀)에 대한 한의사의 비유 (일부 발췌)
맥 상
擧之有餘 安之不足 털처럼 가볍게 뜸(피부~기육간). 병재표
*유엽: 얇고 가볍다

浮

*규엽: 가운데가 텅 빔. 양변이 실(≒규)
*물 위에 뜬 나무
*肺맥, 秋맥, 毛맥(1. 뜬다, 2. 가늘다, 3. 힘이 없다)
*흐름이 매끄럽다. 구슬 같음

滑

혈액의 속도가 빠름 (삭맥은 맥동수)
생리적 활맥: 혈성, 병리적 활맥: 담음
細遲 / 왕래 難, 短, 散/ 멈췄다 다시 옴

濇

*대나무 긁듯: 껄끄러움. 빈 곳이 있음.
*모래 위에 비오듯: 흩어짐, 빈 곳이 있음.
*누에가 뽕잎먹듯: 느림, 들쑥날쑥

사례 5-6은 주제보자인 한의사가 28가지의 맥상과 그 특징을 정리한 표 중,
“부맥(浮脈)”, “활맥(滑脈)”, “색맥(濇脈)”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사례 5-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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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맥체상｣은 맥상에 대한 기본적인 한의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사례 5-6의 표
에서 사용된 맥상에 대한 한의사의 언어에는 ｢제맥체상｣에서의 표현들이 인용
되어 있기도 하다(“가볍게 뜸”, “구슬 같다”, “대나무 긁듯”). 더불어 사례 5-6
으로부터 한의사들의 맥상 언어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유사한 성질이나 형상을 가진 사물에 빗댄 직유법(‘-하듯’)이 사용되
었다(“대나무 긁듯”, “모래 위에 비오듯”, “누에가 뽕잎먹듯”).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에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주제보자들은 맥 자체는 물론 맥을 느끼는 일, 즉 진맥을 “복잡하고 예술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맥을 짚을 때 한의사들은 자신의 손끝으로 전달되는 감각
에 대한 인상과, 그러한 인상이 닮아있는 형상을 통해 맥의 ‘모습’을 ‘도해’한
다. 이는 맥을 짚는 행위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 이를 포착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비유, 상상력, 수사를 통하여 맥을 경험하는 방식과 감지
된 양상을 파악하고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의 경험은 한의사 자
신이 경험한 어떤 감각을 그림, 음악, 몸짓 등으로 나타내는 심미적이고 예술적
인 행위로 인지되기도 한다.
한의사들의 맥상 언어와 맥에 대한 한의학 의서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한
의원에서 감각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존재와 그 대상의 객관적 상태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상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싣고 있
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들은 몸의 어떤 부분보다는 전체를, 단일
한 실체보다는 지각되는 양상과 느낌을, 고정보다는 흐름에 대한 것을, 명확하
고 선명함보다는 뉘앙스나 인상을 중요하게 본다. 이로부터 한의사들의 감각
지각과 표현의 방식에는, ‘감각이란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한의학적 지각과 경
험의 방식은 지각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언어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다. 또한 지각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구
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의학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여, 감각이 지각되는 양
상, 흐름, 인상 등에 주목하여 이를 표현하는 데에 힘을 쓴다.
이러한 한의학적 지각의 경험과 그 방식은 한의사의 진단 중 ‘직관(直觀)’의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진맥과 직관은 모두 한의사가 수행하는 감각적인
진찰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진맥이 특정한 감각을 경험하고 지각
하는 한의학적 방식을 알 수 있게 한다면, 한의사의 직관은 감각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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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인지하는 한의학적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예를 제공한다.
[사례 5-7] 한의사의 직관
한의사: “나는 뭔가 딱 보면 이런 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이요. 진맥도 느낌을 갖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감각적
인 행위인데 이거 말고도 의사들이 인간 본연의 감각들을 가지고 병을 감별하
고 그런 게 있어요. 땀을 흘리는 거나 안색을 보는 거나 그런 세밀한 관찰을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척보고 압니다’가 대단히 너무나 엄청나
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장인의 예술이에요 장인의 예술.

사례 5-7은 직관에 대한 한 한의사의 설명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진료에
있어 한의사가 갖게 되는 직관이란, “논리적인 판단 과정보다는 순간적이고 직
접적인 파악을 통해 환자와 그의 아픔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이는 “척보
고 압니다”와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한의사의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시각적인 진찰 행위로써 이루어진다. 환자의 아픔이 한
의사로 하여금 ‘보이게 되는 것’은, 아픔이 시각적인 대상으로 형상화되었음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픔을 형상화하여 지각하는 것은 순간적인 인상을
통하여 ‘큰 그림’ 혹은 ‘스케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5-8 (사례 4-16와 동일)] 아픔의 형상화
한의사: “보는 게 반이다.” 이 사람의 주소증이 있단 말예요. 아까처럼 “열이
너무 높아요” 했을 때, 딱 들어오는 행색에서 “압력솥이구나”, “아 끓는 밥그
릇이네”, 아니면 “아 쫄아 붙어가지고 지금 물도 없는데 지금 냄비가 달가지구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열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 설문지를 보는 거죠. 그럼 정황 상 [설문지에] “나는 평소에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압력솥인거에요 김이 빠져나가야 몸이
편한거지. 근데 타서 늘어 붙어있는 냄비는 압력이 빠져나갈 것도 없고 빠져
나가면 오히려 물이 더 빠지니까 더 말라붙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걸 쓰는 거
죠. 수형도처럼 여기서 딱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떤 상을 떠올리고 거기에서 만약 내가 떠올린 상이 이게 맞다면 이게 여기에
배치되지 않고 다 맞는가, 그니까 내가 상상한 형상과 이 사람이 맞는 것인가
를 보는 거죠. 어긋나는 게 있다면 내가 다시 재수정을 해야하는 거죠.

사례 5-8에서 한의사는 직관을 “보는 게 반이다”로 표현하며, 직관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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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한의사는 환자의 “행색”
을 통해 아픔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얻게 되며, 이를 토대로 특정한 “상”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서, 환자를 보고 한의사가 어떤 상을 떠올린다는 것은 한의
사의 진료 경력을 토대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례 5-7). 특히 이러한 부분은 종종 “35세가 넘어 보니 알겠다” 혹은 “40대
가 되어보니 알겠다”와 같이, 한의사가 일정 정도의 ‘경지’에 올라설 때 가능하
다는 표현으로도 대변된다. 비록 특정한 연령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이러한 표현들은 한의사의 직관은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 한의사의 오랜
의료 경험, 한의학적 지식의 축적, 그리고 수양(修養)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한
의사의 설명(사례 5-7)과도 상응한다.
이처럼 환자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토대로 아픔에 대한 형상을 떠올리며,
이러한 작업이 한의사의 “인간 본연의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랜 의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직관이 “장인의 예술”과도
같다는 한의사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직관을
통해서 한의사가 인지하게 되는 감각이란 특정한 아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환자 개인의 몸이나 삶과 같이 보다 ‘큰 그림’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례 5-8에서 한의사가 사용한 비유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한의사는 환자의 행
색을 보고 그가 어떠한 유형의 환자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특히 한의사
는 환자를 “압력솥”, “끓는 밥그릇”, “타서 늘어 붙어있는 냄비”와 같이 전체적
인 인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려 하고, 지각되는 양상
이나 인상을 파악하려는 직관의 방식은 앞서 진맥을 통해서 살펴본 한의학적
감각 경험과 지각의 방식과도 연결된다.
진맥과 직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경험과 지각에 대한 한의학적
방식이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감각 그 자체만을
보거나 감각이 나타나는 몸의 단일한 부분만을 보려고 하지 않고, 환자 혹은
그의 삶과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의사들은 단일
한 감각의 실체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지각하려고 하기 보다는, 감각이 지각되
는 양상, 느낌,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어떤 뉘앙스나 인상을 포
착하려고 한다.
한의학의 몸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몸을 “노래”로 비유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서양의학이 몸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화와 명명화를 꾀하여 온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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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iyama 1999; 푸코 2006[1963]), 한의학에서는 몸의 전체적인 “양상”, 시
간의 문제, 그리고 연속성의 측면을 강조해왔다. 이는 몸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기(氣)의 흐름이나 환자의 생활과 삶 속에서 아
픔을 파악하려고 하는 한의학적 방식과도 연결된다. 아래는 왜 몸을 “노래”에
비유하는지에 대한 한의사의 설명이다.
[사례 5-9] “몸의 노래”
연구자: 왜 “노래”일까요?
한의사: 음 제가 봤을 때는 음악 같은 경우에, 분절을 하면 음악의 의미가 사
라져요. 분석적으로 해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있는데 음 하나하
나를 떼어서 이 음 저 음 이 음 따로따로 분석하면 노래 자체의 의미가 사라
지잖아요 노래가 없어지잖아요. 노래는 연속성에서만 연속하고 시간이 같이
개입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게 노래거든요. 한방도 마찬가지에요. 한방에서는
시간하고 연속성의 개입이 정말 중요한 게 몸을 분절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시간의 변화를 감안하고 봐요. 몸 전체를 흐름을 봐야 해요. 양상 같은 거. 그
니까 몸의 노래 그 자체가 중요한 거에요.

위 사례의 한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한의학은 “몸의 노래 자체”를 중요하게 생
각해왔다. 개별 음(note)과 같이 보다 미세하고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분석’하
는 것보다는, 시간의 흐름 위에서 ‘연주’되는 “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즉 한의학적 관점에서, 몸의 노래를 연주한다 혹은 부른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라는 맥락과 생명을 이어가는 몸을 모두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그림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연속성과 흐름에 주목하여 양상이나 인상을 파
악하려는 한의학적 지각 방식과 연결된다. “몸의 노래”라는 비유는 ‘몸’에 대한
한의학적 시선은 물론, 감각을 경험하고 지각하는 한의학적인 방식과, 나아가
이러한 방식을 “예술”로 보는 한의사들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몸의 노래”라는 지각의 한의학적 방식은, 아픔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언어가 갖는 한계성이라는 한의원에서의 언어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감각
을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명확한 언어로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환자의 아픔을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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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픔의 언어화 작업

본 절에서는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의학적 지각 경험의 방식이
아픔의 언어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의 언어화 과정에서 말은 객관적인 실체를 표현하
고 정의하거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이는 “말의 여백”으로 비유되는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로, 화자들
이 ‘말이 아픔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제 치료의 대상
이 되는 병을 직접적이며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말한
다. 동시에 말은 아픔의 전반적인 상태와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아픔에 대한 전
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아픔이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아픔의 양상, 상태, 맥락이 언어로 표현되고 소
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의학에서 감각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보다는
그 느낌, 양상, 인상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의학적 감각 지각
및 경험 방식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아픔은 특히 비유
적인 표현이나 특정한 텍스트를 빌어 아픔의 양상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언어화
된다.
본 절에서는 한의원에서의 화자들이 이러한 “말의 여백”과 “몸의 노래”를 바
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아픔의 양상을 표현하게 되는지를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유적인 표현의 사용, (2) 비언어적 ․ 준언어적
자질의 사용, (3) 한의학 의서와 같은 텍스트의 인용, (4) ‘한의학적인’ 목소리
(voice) 내기.

1) 비유적인 표현
아픔의 언어화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원리로는 ‘비유’가 있다. 비유에는 일상적
인 어휘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앞선 Ⅲ
장에서 정리하였던 ‘통증 표현’이 주를 이룬다. 특히 통증 표현의 의성의태어
(가령, “파르르파르르하다”)는 아픔으로 인한 신체의 모양, 움직임, 소리를 나타
내는 어휘로, 비유가 사용된 대표적인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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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표현 외에도, 비유는 아픔의 언어화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아픔 표현의 특성은 아픔이 도상적(iconic) 성질에 힘입어 언어
로 옮겨진다는 점이다. 즉, 한의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는, 개
인이 지각하는 아픔을 유사한 성질이나 형상을 지닌 대상에 빗대어 언어화하는
것이다.
[사례 5-10] ‘비유’가 사용된 아픔의 언어화
보호자:

아니 간밤에 얘가 강-강아지들 헥헥((강아지 헥헥하는 소리))하는
것처럼 힘들게 숨을 쉬면서 자는 거에요.

환자A:

여기 앉아있으면요 뭐가 이렇게 ((손으로 매달린 것으로 표현하
는 제스쳐)) 매달려 있는 거 같이 그냥 아주 숨을 못 쉬겠어.

환자B:

허벅지서부터 막 열이 오르는데요 온천 화산 같은 거 보면 푸우:
하고 김이 솟잖아요 김 올라가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허벅지만 그래요.

환자C:

누가 긴 바늘로 배를 쑤시는 거 같이 쏘아요 바늘로 막 쑤시-쑤
시는 거 같이

한의사A:

이 육즙 수분 이런 게 방패막을 해주는데 그런게 부족하면 (눈꺼
풀이) 가을날 잎사귀 물 없는 잎사귀 퍽퍽 떨리듯 떨리게 돼요.

한의사B:

(아이가) 완전 손발이 시퍼래져갖고 스머프처럼 됐을 때(.) (심각
한 것이다)

위 사례는 한의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아픔 표현 중 하나인 비유적인 표
현의 사례들이다.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의원에서 화자들은 통증이나 문
제가 되는 몸의 상태를 보조적인 관념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례
속 환자들은 호흡이 힘든 상태를 “강아지들 헥헥하는 것”으로 빗대고, 복부의
통증을 “긴 바늘로 배를 쑤시는 거”로 비유한다. 한의사 역시 환자에게 증상을
설명할 때, “(가을날/물없는) 잎사귀”나 “스머프처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직유법을 사용하는데, 직유를 사용한 표현들은 ‘-처럼’, ‘-같
이’, ‘-같은’, ‘-(하/이)듯’의 연결어가 환자가 느끼는 아픔이라는 원관념과 이에
대한 보조적인 관념을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직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
념 사이에 동질성에 가까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화자의 의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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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전달할 수 있음 특징을 한다. 이는 문법적으로 연결어가 이와 같은 동
질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따라서 비유법은 아픔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화자들이 택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화자들은 아픔을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이차적인 대상과 연결시켜 아픔을
표현한다.

2) 비언어적 ․ 준언어적 자질의 사용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아픔의 언어화에는 비언어적 ‧ 준언어적 자질이 함
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이러한 자질들은 아픔의 소리, 느낌, 양상과 보조관
념 간의 도상성을 동질성에 가깝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Lee 2015:
316, 318). 위 사례 5-10에서 보호자는 “강아지들 헥헥하는” 소리를 실제로 내
었고, 환자A는 가슴에 무언가가 “매달린 것 같은” 느낌을 특정한 몸짓과 함께
표현하였다. 특히 신체의 일부를 사용한 동작은 아픔을 표현하고 기술하는 데
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사례 5-11] 손동작의 사용
한의사:

근데 일자목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
게 되면은 커브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23) 되게 반듯하게 일자
잖아요.

23) 사례 5-11과 5-12의 음영 처리 된 부분은 비언어적 행위(손동작, 가리키기)가 이루어
진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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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지금 당신의 목 있잖아요. 대체로 사람의 목은 이런 C 커브가
있어야해요.]24)

위 사례는 한의사 외에도 외국인 환자와 통역사가 참여하고 있는 진료의 일부
분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한의사는 MRI 영상을 보면서 정상적인 목에는
“커브”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포인터로 알파벳 C자를 그린다. 이를 본 통
역사가 통역을 하면서 C자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 “C 커브”로 소개하면서 환자
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동작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esture)’이라는 성질을 알게 하는데, 이는 발화의 뜻을 더 쉽
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언어적인 능력을 말한다(Goodwin 2003a:
91-92). 동작이 의미전달에 투명하다는 것은 곧 동작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 간의 유사성의 결합이 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동작의 사용은 화자
가 아픔을 보다 쉽게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청자가 그러한
언어화된 아픔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Lee 2015).
이러한 동작 외에도, 한의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작에는 ‘가리키기
(pointing)’ 동작이 있다. 이 동작은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자질이다. 이는 아픔의 언어화에서 지표적 성질, 즉 기호와 대상 사이
에 직접적인 연속성(리슈카 2010[1996]: 99-100)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한의원
에서 환자들은 종종 아픔의 위치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픔에 대해
서 말한다. 이 때 손가락과 대상 간에 “상상의 선”(ibid.)이 이어지게 되면서 대
상을 “지시(deictic 혹은 referential)”(ibid.)하게 되는데, 이는 아픔과 신체의 부
위 간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시적 의미, 즉 ‘아픔이 이 부위에 관
한 것이다’를 전달한다.

24) 사례 5-16의 ‘통역사’는 몽골어로 발화하였으며, 사례에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만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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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2] 가리키기 동작의 사용
한의사:

신경이 나오는 길: 근데 디스크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위를 <집중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할 것 같아요.

환자:

이 부분이 튀어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따라서 특히 환자들이 언어화하는 아픔에서 가리키기 동작은 지시대명사의 기
능을 하는 몸짓 언어이다. 이는 지시대명사인 “여기”, “거기”, “이(쪽)”, “그
(쪽)” 등과 함께 사용된다. 위 사례는 가리키기 동작과 지시대명사가 활발하게
사용된 한 사례의 부분이다. 한의사는 척추 모형을 들고 환자의 디스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의사는 “신경이 나오는 길”을 “디스크”가 누르고 있
는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때 한의사는 “이렇게”와
“여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함께 사용한다. 환자 역시 MRI 영상을 보며, 한의
사에게 문제가 발생한 디스크를 물을 때 가리키기 동작을 사용한다. 위 사례에
서 환자는 지시대명사 “이”와 함께 가리키기 동작을 사용하여 질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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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하기
특히 한의사가 아픔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의학 의
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우선 인용의 경
우를 살피자면, 한의사가 인용하는 한의학 의서의 표현들은 발화 속에서 유표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서 속의 표현들은 이미 일상적인 어휘들
로 풀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자어로 이루어져있거나 한의학적 용어가 있
을 경우 한의사들은 이를 쉬운 표현들로 풀어서 인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록 한의사는 한의학 의서 속의 표현들을 가져와 사용하지만, 인용된 한의서의
구절들은 한의사의 발화 속에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인용에 대한 직접적인 표
지체나 단서 없이는 인용의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사례 5-13] 한의사의 언어화: 한의학 의서의 인용
<설명> “기운이 없는” 증상을 호소한 환자의 진료 일부이다.
015 a 한의사 ○○○님 땀이 어떻게 나요? 식은땀25)이에요 더워서 나는
땀이에요?
b 환자
더우니까 나는 땀:
c 한의사 그럼 땀이 나면 시원::해요 ((헥헥 하는 몸짓))지쳐요: 아
님 깨운::해요?
d 환자
어후 지치죠!

위 사례 5-13은 초진환자 중 “기운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땀(汗)”에 대해서 물어보면
서, 땀이 나는 양상, 즉 ‘한출(汗出)’에 대해서 질문한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
러한 질문에서 “식은 땀”이나 “더워서 나는 땀”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한의학
의서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질문의 유형은 보통 <[신체 부위] + [통증
표현] + [통증 표현] + [통증 표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현형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Ⅲ장에서 한의사의 아픔 표현 방식 중 범주 Ⅰ의 A2형 참고), 한
의학적 의서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인용하는 부분은 여기서 ‘[통증 표현]’에 해
당하는 부분이다.
아래는 이러한 표현 방식에 대한 한의사의 설명이다.

25) 사례 5-13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은 한의사가 한의학 의서를 인용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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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4] 한의사들의 언어화: 한의학 의서의 인용
연구자: 진료 때 ‘머리가 어지럽다’를 ‘핑글핑글 돈다’, ‘앞이 깜깜하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고, 다른 표현들도, ‘시큰시큰하다’, ‘묵직하게 아프다’ 이
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원장님이 스스로 만들어 내신 건가
요?
한의사A: 그런 부분들[표현]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에요.
다 나와있어요. ‘땀이 난다’도 양방에서는 ‘스윁(sweat)’이나 ‘낫스윁(not
sweat)’ 딱 적고 말텐데, 우리는 ‘삐질삐질 나는 땀’, ‘식은땀’, ‘잘 때 나는 땀’,
‘그냥 흘리는 땀’, ‘더워서 나는 땀’ 다 틀린 [다른]거에요.
한의사B: 어? 그거[표현들] 다 저기[동의보감]에 있어요. 예 거기에 나와있으
니까 [표현들을] 쓰는 거에요.
한의사A: “太陽中風, 脈陽浮而陰弱, 嗇嗇惡寒, 淅淅惡風, 翕翕發熱, 鼻鳴乾
嘔者, 桂枝湯主之.” (중략) “색색은 추위에 움츠리는 모양이다. 석석은 물을
쏟아 덮는 모양이다. 흡흡은 열이 모이는 모양이다.” (중략) 전에 이야기한
『상한론』이라는 책의 묘사에요. (여기서) 색색(嗇嗇), 흡흡(翕翕), 석석(淅淅).

사례 5-14에 나타나 있는 한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이나 상한론과 같은 주요 의서에 실려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여 아픔을 표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부분 Ⅲ장에서 정리하였던 아픔의 어휘 목록 중 ‘통증
표현’에 속하는 것들이며, 주로 아픈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색색”, “석석”,
“흡흡”, “핑그르르”, “삐질삐질” 등)나 아픔의 상태나 양상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앞이 깜깜하다”, “잘 때 나는”, “그냥 흘리는”, “더워서 나는” 등)로 되
어있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갈래들을 제시한다(가령,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물을
때, “핑글핑글”한지, “앞이 깜깜하게 아픈지” 등).
한의사가 아픔을 언어화할 때 한의학적 의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의서
들이 한의사들이 아픔을 언어로 번역하여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물
론 다양한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의학적 의
서들은 한의사의 언어화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이다. “말의 여백”의 언어 이데올로기를 가진 한의사에게 의서 속 다양한 표현

148

들은 상황마다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한
편으로, 인용에 사용되는 한의학 의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전
적 의서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이를 적법성(legitimacy)과 권위를 갖춘 자료로
서 생각하고 참고한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서의 인용을 통해 자신의 아픔 표현
에 대한 ‘출처’는 물론, 한의학적 전문성이나 적법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인용은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아픔을 파악해나가는 정례
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이로써 효율적으로 진료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한다. 마
치 사전에서 단어와 그 용례가 수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적 의서
에는 특정한 질병과 그것이 수반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비유적으로 적혀 있다.
한의사들은 증상들을 환자에게 물음으로써 질병을 추론해나가는데, 의서에 있는
증상을 질문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추론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
다.

4) 목소리내기
이처럼 한의사들은 한의학 의서로부터 아픔의 언어적 표현들을 빌려와, 현재
의 맥락에서 환자의 아픔에 대한 언어적 번역을 시도한다. 특히, 한의사들은 특
정한 어휘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 말투, 스타일 등을 빌려와 환자
의 아픔에 대한 언어화를 시도한다. 의서의 ‘텍스트’를 빌려와 그대로 발화에
사용하는 인용과 달리, 이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voice)를 빌려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언어화 작업이다.
한의사라는 한 화자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려온다는 것은 우선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상호텍스트성 개
념은, 한 발화가 다른 발화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다는 Bakhtin의 다성성
(heteroglossia)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연
결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언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결합되는 “상호텍스트성의 관계”(Spitulnik 1997: 161-162)를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즉, 한의사의 발화는 그 자신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발화일수도 있
지만, 한편으로 이는 타인 혹은 다른 텍스트의 목소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의원에서 이러한 목소리 내기는 한의학적 레지스터와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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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의학적인 목소리를 내
는 것(voicing)’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화 작업은 한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일
반적으로 발화의 초입에 “한의학적으로 보면” 혹은 “한의학에서는”과 같은 표
지체(marker) 혹은 메타화용론적 신호(metapragmatic signal)가 주어지는 경우
가 많다. 한의학적인 목소리를 내는 발화에서는 한의학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
거나 사전적 지식을 읊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의 사례 5-15가 있다.
[사례 5-15] 한의사의 언어화: ‘한의학적’ 목소리 내기
<설명>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일부이다.
021 a 한의사 그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불면의 원인 중 하나는 성을 내어서
그니까 노(怒)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간이 상합니다(.) 간담(肝
膽)에 화가 왕성해져서 입맛도 써지고 두통도 오고 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5-15에서 한의사는 불면 증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한다.
우선 한의사가 한의학적 설명을 할 것이라는 일종의 맥락화 단서를 제공하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환자로 하여금 이후 진행될 한의사의 발화가 ‘한
의학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는 일종의 메타화용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metapragmatic framing)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화용론적 틀의 제
시란, 특정한 발화가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지표성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의학적으로 보면”이라는 표지체는 한의사의
설명이 ‘한의학적인 것’이며 고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
될 수 있는 틀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한의사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구조로 불면증을 설명하는데, 이는
“성을 내어서”/“노(怒)”해서(원인) “간이 상하”고(결과), “간이 상”해서/“간담(肝
膽)에 화가 왕성해져서”(원인) “입맛이 써지고 두통도 오고 (성격이) 급”하게
된다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원인-결과의 구조와 한의학적 용어가 군데군
데 사용된 어투는 한의학 의서나 한의학 개론서 등에 자주 나타나는 화법이다.
즉, 이러한 한의사의 어투는 마치 한의학 병증 사전 속 ‘불면증’이라는 표제어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병인이나 증상을 한의사가 읽고 있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다.
한의서로부터 아픔의 언어적 표현을 인용하는 것은 그 형태에 ‘한의학적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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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이러한 목소리 내기는 인용
에 비하여 한의사의 설명에 보다 유표적인 ‘한의학적인’ 전문성과 권위를 부여
한다. 이는 한의학적 레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레지스터 효과(register
effect)(Silverstein 2006, 2013; 강윤희 2015)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속 관계 조정(footing)(Goffman 1981)을 통하여 상황적으로 한의사의 권위, 발
화의 증거성(evidentiality),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Ⅳ장에서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전문 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전문가성과 한의사로서의 권위를 지표하는 효과, 즉 레지스터 효
과를 수반함을 논하였다. 한의사들이 구사하는 ‘한의학적 목소리’는 환자로 하
여금 ‘한의학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의사가 한자어로 구성된 한의학적 레지스터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병의 원인
과 결과를 수월하게 말해낸다는 것은 한의사의 발화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충
족시켜주고 ‘한의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의
충족은 나아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한의사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성을 더욱 높
여주는 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보면”(사례 5-15)과 같은 표현이나 한의학적 레지스터의
사용은 상황적으로 환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즉,
한의학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가 ‘한의학적’이며
또한 객관적인 지식의 실현이자 한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게끔 한
다. 이로써 발화의 상황에서 한의사는 일반적인 ‘화자’가 아니라 ‘전문가 화자’
로 그 태도, 역할, 자아가 변화하는 것이다.
본 소절에서 검토한 언어화 작업은 개인이 감각으로서의 아픔을 언어로 번역
하는 작업인 일차적인 언어화를 보여준다. 즉, 일차적인 언어화는 한의원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의학적 지각 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픔의 언어화 작업은 한의원
에서의 환자-한의사 상호작용, 즉 진료를 통하여 다시금 조정되고 재편된다.

151

4. 언어화의 조정과 재편: “관(觀)”을 중심으로

한의원에서 발견되는 아픔의 언어화로는 감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인 일차
적인 언어화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언어화 작업을 조정하고 재편하는 이차적인
언어화가 있다. 일차적인 언어화가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수행하는 개인-내적
인 언어화라면, 이차적인 언어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픔의 표현, 의미, 해석
을 재차 편성하는 과정이다. 가령, 환자의 “시큰시큰 쑤시고 아파요”라는 표현
은 언어화의 재편성 과정을 통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의료 언어로 거듭
나게 되고, 이와 함께 자신의 아픔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이해하
는 새로운 맥락과 틀을 부여받게 된다.
앞선 절이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아픔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성하는지, 즉
일차적인 언어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절에서는 이차적인 언어화, 즉 아픔
의 언어화가 어떻게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고 재편되는지를 “관(觀)”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앞선 Ⅳ장에서, 환자와 한의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아
픔에 대한 ‘상호적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함을 논한 바 있다. 본 절은 이
러한 상호적 이해로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언어화의 조정과 재편에 주목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와 한의사가 사용하는 아픔의
어휘, 표현, 이해 및 해석의

틀은 물론, 언어적 상호작용 속 참여자 역할과 구

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아픔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을 뜻하는 “관(觀)” 개념은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아픔에 대하여 어떠한 언
어적 표현과 이해의 틀을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본 절은 “관(觀)” 개
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의원에서 관찰된 다양한 언어화 및 언어화의 재편에 관한 사례 중, 본 절에
서는 환자 및 한의사의 언어화와 그 재편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다음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논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사례 5-16).

001
002

a
b
a

[사례 5-16] 언어화의 재편과 조정: 기울증 사례
한의사 안녕하세요
환자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예진 설문지 보며)) 자 어디가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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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b
c
d
e
f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g

한의사

h

환자

a
b
c
d
e

환자
한의사
환자
한의사
환자

f
g

한의사
환자

h

한의사

i

환자

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네: 아파서 못살겠어요 일을 하나도 못해요 제가
직장이 있으세요?
아뇨 저거
[
집안일?
[
집안일 예:
(중략)
네:: 디스크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예 아니 제가 뭐 저기 병원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니구요
예: 평소에 허리 어느 쪽이 아픈지 짚어보실 수 있어요?
(pause) 음:: 전체적으로 다 안 아픈 데가 없는데요 특히 설거지
를 하거나 걸레 빨면 이렇게 ((수그리는 동작)) 굽히잖아요 그럼
팔쪽으로 시리다고 할까?
((타이핑)) 네
어제는 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창문을 닦는데 옆구리가
갑자기 아픈 거에요
옆구리가 찌릿하고 아팠나요? 아니면 당기듯이 아팠나요? 아니
면?
어: 당기듯이
(중략)

사례 5-16에서 환자는 ‘허리의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다(002-b). 환
자는 한의사에게 자신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로 인해 “집안일”이 힘듦을
언급하고(002-d, 002-g), 통증의 특징을 일상적 과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
다(003-e, 003-g). 이는 아픔을 일상적 맥락을 통해 설명하려는 환자의 병-서
사와 병 프레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Ⅳ장 참고). 특히 사례 5-16에
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환자가 본인의 아픔을 “(허리)디스크”로 명명하고
자가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003-a, 003-c). 환자의 자가진단의 부분은 진
료가 전개됨에 따라 다시 한 번 나타난다.

004

a
b
c

[사례 5-16] 언어화의 재편과 조정: 기울증 사례 (계속)
환자
그리고 선생님 혹시 한약 먹으면 여기 기관지 이런 데도 좋아지나
요?
한의사 오:: 미세먼지 때문에요?
환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게 비염인지 알레르긴지 모르겠는데 감기
가 낫지를 않아요 낫지 않는 감기를 앓고 있어요 제가 ((살짝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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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한의사
환자

f

한의사

g

환자

음))
코감기요?
코감기인 거 같아요 그 코가 저 뒤에 막혔는데 자꾸 목으로 넘어
가는데요 가래를 칵칵 뱉잖아요 그걸 해도 안 나오고 갑갑해서 어
느 날은 잠도 못자요
가래가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손짓)) 매달려 있는 거 같나
요?
심하면 그렇구요 근데 보통은 목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같아요 아
무리 삼킬라해도 뱉을라도 안돼요
(중략)

여기서 환자는 자신의 “기관지” 관련 문제를 “낫지 않는 감기”(004-c)로 명명
한다. 또한 “코[콧물]”와 “가래”로 인한 후두 및 흉부 부위의 통증을 매우 세밀
하게 기술한다(004-e, 004-g). 환자의 통증 기술 이후, 한의사는 문진과 진맥
등의 진찰을 통해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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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6] 언어화의 재편과 조정: 기울증 사례 (계속)
한의사 음:: ○○○님 병은 어:: ((눈 응시)) 기울증::이라는 병인데요
환자
네
한의사 우리=
[
환자
아 그게! 아 죄송해요
[
한의사
=아니에요
환자
그게 병 이름인가요? 제가 병이라는 거죠?
한의사 네: 동의보감에도 나와있어요. 동의보감 아시죠? 거기에 기울증::이
라는 병이 나와있어요 그게 뭐냐면=
[
환자
네 죄송합니다
한의사 =우리 몸에는 일곱가지 감정 즉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희로우사비
경공(.) 이 감정이 평소에 그니까 정상적일 때에는 잘 이렇게 ((허
공에 그림을 그림)) 평형도 맞추고 좋은 상태로 있는 거에요 그러
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견디기 힘든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이 좋
은 상태가 깨지겠죠
환자
네
한의사 이렇게 우리 마음 정신 감정 이런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흐르지
도 못하면 이 감정이나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몸 이
곳저곳이 아프게 되는거죠 ○○○님 아까 그 언니분이랑 일 있고
느낀 그런 감정들 있죠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두 가지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고 ○○○님처럼 꿍꿍 속에 꿈쳐두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속으로 안으로 더 침체되고 억눌
려지는 거에요 또 슬픈 생각 많이 하죠 내 삶은 왜 이러지 계속
울죠 이게 뻥!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자잘자잘 억눌리고 까라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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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환자
m 한의사
n 환자

o

한의사

p

환자

이러니까 기가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에요 우울하고 우울하고 또
우울하고 ((손가락으로 뱅글뱅글 손짓))
아니 마음은 그런 게 맞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늘상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허리도 찌릿찌
릿 아프고 여기 옆구리도 비주기적으로 그렇게 당기듯 아프고 열
이 위로 뜨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기울증? 그건가요? 디스크 아
니에요? 신경통(.)
네 다 연결되어있어요 ○○○님은 디스크가 아니에요 감기도 아니
에요 이 모든 원인은 그 언니분과의 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많
은 감정들 때문입니다 기가 여기 ((가슴, 배 부분에 손을 얹고))에
서 막혀버리니까 배랑 옆구리가 쑤시고 당기는 거구요 아래가 비
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통증이 나기도 하죠
°네(.)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기울증(氣鬱症)”(055-a)으로 진단한다. 이 때, 환자
가 한의사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자(055-f), 한의사는 “기울증”이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칠정(七情)”, “희로우사비경공
(喜怒憂思悲驚恐)”, “평형(平衡)”, “기운이 … 침체되고” 와 같은 한의학적 레
지스터를 통하여 병을 설명한다(055-i, 055-k). 그러나 환자는 한의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본인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정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을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다(05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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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사례 5-16] 언어화의 재편과 조정: 기울증 사례 (계속)
한의사 자:: 모든 건 ○○○님 마음먹고 생활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물
론 약도 처방해 드릴 거에요 잠도 잘 자야하고 여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다 근원적인 것도 같이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생각하는 습관을 고쳐보도록 해요
(중략)
환자
저기 근데 선생님
한의사 네:
환자
기울증에 대해서 알겠는데요
한의사 네
환자
기울증 때문메 허리 통증도 배 통증도 다 일어난거다 이해했어요
근데 처방받는 약이 기울증 약인 거잖아요
한의사 음?
환자
근데 허리 아픈 거랑 배 아픈 거는 따로 약이랑 침 좀 놔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이게 너무 제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한의사 네 하지만 ○○○님이 저랑 약속하신 거 생각하는 습관 앉는 습관
눕는 습관 이거를 먼저 지키시면 결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올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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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환자
한의사

k
l

환자
한의사

m 환자
n 한의사

059

o
p

환자
한의사

a
b
c

환자
한의사
환자

d
e

한의사
환자

f
g

한의사
환자

기울증이라서 그런건가요?
○○○님 병명은 기울증이에요 그래도=
[
그럼 허리 통증이랑 배 통증은
= 네 제가 아무리 침 놔드리고 약 드려도 습관 이거 먼저 하지 않
으면 안돼요
아니 제가 너무 일하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침을 놔드리긴 할거에요 하지만 저랑 했던 약속
들은 지키셔야해요 이건 허리에 당장 침놓고 뜸놓고 한다고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당장 오늘 집 가서 내가 행주짜고
청소기돌리고 이거 할 때 잠깐 안 아프고 마는 거에요 근원적인
걸 같이 해주셔야해요
°아::
네 탕약 드시면 훨씬 증상은 나아질 거에요 하지만 약속을 꼭 지
키셔야해요
그럼 정말 낫나요?
네 낫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우울한 마음 때문에 기가 일케 막혀서 지금 몸
에서 이렇게 아픈 통증이 나는 거니까
네
그 마음을 생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자세도 바르게(.)
(후략)

더불어 한의사는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자신의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과 사
고방식들을 고침으로써 칠정(七情)을 점차적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처방한다
(055-i, 055-k, 056-a).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러한 언어화(“기
울증”)에 대하여 소소하게 항의하며, 현재 자신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통증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과 치료를 요구한다(058-g, 058-m). 즉, 진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의미와 내용은 일종의 협상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059). 협상의 종결은 곧 진료의 종결을 의미하
고, 그 결과는 치료와 처방이라는 의료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이 사례에
서는 “탕약”과 “침” 치료).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진료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
소통에서 지배적인 “관(觀)”은 환자의 것으로부터 한의사의 것으로 바뀌게 된
다. 따라서 각각의 “관(觀)”이 가지고 있는 언어화의 특성 역시 이에 따라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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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의 변화를 도해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8).

관(觀)
구분
진료의 과정

특성

환자의 “관(觀)”

한의사의 “관(觀)”

초반부

후반부

장황한
삶-중심적인
일상적인
구체적인
분산된
환자 중심적인
서사
연행적인(performative)

간결한
의료화된
전문적인
추상적인
수렴적인
의사 중심적인
선언
텍스트적인(textual)

[표 8] 언어의 재편과 그 특성의 변화

진료의 초반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관(觀)”은 환자의 것으로, 이는 병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이때의 “관(觀)”은 서사의 형식을 취하
여 ‘이야기’의 형태로 연행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이 때 환자의 표현들은 체계화된 절차에 따른 기술이기
보다 그 초점이 분산된 채 장황하게 기술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의
“관(觀)”은 환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되는 아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료 초반부의 “관(觀)”은 환자-중심적이며 그의 삶을 중심에 두
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병 프레임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사례 5-16 중, 진료 초반부에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일상, 즉 “집안일”과 연
결지어 호소한다(002-d, 003-e, 003-g, 004-c). 특히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친한 언니와의 갈등”과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고충”과 같은 일상의 문제를 바
탕으로 그 원인과 경과를 설명하는데26), 이는 모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 프
레임을 통해 아픔이 언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는 환자의 아픔 표

2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제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녹음 파일에서 삭제되었으
며, 또한 본문에 싣지 않았다. 다만, 연구 제보자들이 대강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것
에는 동의하였기에 이를 연구 제보자의 검토 아래, “친한 언니와의 갈등”과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고충” 등으로 간략하게만 싣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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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중 범주 Ⅰ(가령, “가슴이 답답해요”)과 범주 Ⅱ(가령, “허리가 아파요”)의
표현들27)을 두드러지게 사용한다. 이 때, 한의사는 주로 환자의 말을 듣고 이를
차트에 기록한다. 한의사는 소증(素證)을 파악하더라도 거의 말하지 않으며, 이
따금씩 환자가 말한 증상을 빌어 병의 징후를 물을 뿐이다(003-b, 003-h). 따
라서 한의사는 아픔의 표현형 중 범주 Ⅰ(가령, “허리가 욱씬욱씬해요?”)과 범
주 Ⅱ(가령, “여기가 아픈 거에요?”)에 속하는 의문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한의사의 “관(觀)”은 진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두드러진다. 의료적 ․ 한의학
적 지식을 토대로 파악된 아픔은 간결하고 경제적이며 전문적인 언어로 옮겨진
다. 즉, 아픔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형식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간결한
형태로 선언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료 후반부의 “관(觀)”은 질병 프레
임의 특성과도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례 5-16에서도 드러난다. 진료의 후반부에서, 한의사는 철저하게 한의
학적 ․ 의료적 맥락에 입각하여 환자의 아픔과 과거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를
한의학적 병명인 “기울증(氣鬱症)”으로 명명한다. 한의사가 환자의 아픔을 “기
울증”으로 명명하는 순간, 환자의 아픔의 의미, 내용, 원인, 치료방법, 해석 등
은 모두 “기울증”에 속하는 한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이해되고 해석되며, 또한
환자가 호소한 아픔의 증상과 감각들은 그 일상적 맥락으로부터 탈피된 채 “기
울증”의 ‘증상’으로 재맥락화되는 것이다. 이는 진단을 내리고 병명을 선언하는
한의사의 아픔 표현형 범주 Ⅲ(가령, “허리에 경결점이 있어요”)과 범주 Ⅳ(가
령, “기울증입니다”)의 사용과, 자신의 아픔을 한의학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표
현하는 환자의 아픔 표현형 범주 Ⅲ(가령, “비염”, “목디스크 있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아픔의 어휘, 표현, 의미, 해석이 조정됨에 따라 의사소통 속에서 화자
들이 갖는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Goffman 1981: 144-145; McCawley
1999: 595-596) 역시 전환된다. Goffman(1981)은 어떤 말 사건 속 인물들은
단일한 말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
으며, 또한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화자와 청자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
다고 보았다.
진료 초반부에서 의사소통이 갖는 참여자 구도는 주된 화자인 환자와 주된 청
27) 아픔의 표현형에 대해서는 Ⅲ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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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한의사로 이루어져있다. 초반부에서 종종 한의사가 질문으로 환자의 발화
를 유도하거나 화제의 전환을 꾀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서 현저하게 발화를
많이 하는 화자는 바로 환자이다. 이는 진료 초반부에 환자에게 주어지는 제한
된 혹은 표면적인 행위성(agency)과 연결된다. 이 시기에 환자는 아픔에 대한
자신의 언어를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병 서사로 연결될 만큼
장르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청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의사는 수동
적으로 환자의 발화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별하는 변증(辨證)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에서,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행위성이 환자의 다어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환자가 이루어낸 아픔의 언어화는
한의사의 전문가적 권위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별되고 여과되는 ‘대상’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성은 제한적이며 표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의사의 변증 작업이 완료되는 진료의 후반부에서, 한의사의 발언권은 더욱 강
해지고 화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대화의 주도권이 한의사에게 넘어간다. 나아가
한의사는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주는 선언자의 역할과 환자에게 새로운 프레임
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일종의 ‘교육자’ 역할을 함께 맡게 된다. 이는 진료의 후
반부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적 권위가 상당히 높아지며, 이러한 권위를 통해 한
의사는 환자가 가진 프레임을 재편하고 환자가 새롭게 아픔을 언어로 옮겨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환자는 한의사의 진단과 설명을 이해하여
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화자이자 객체가 된다.
이는 사례 5-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료의 초반부(001-004, 그 외 생략
된 부분 다수)에 환자는 자신의 아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내
용과 원인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진료의
후반부(055-056, 058)에 접어들면서, 환자의 발화는 확연하게 줄어든다. 진료
의 초반부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한의사가 대부분의 발화를 하게
되고, 환자는 한의사의 말에 끼어듦(interrupt)(055-d, 058-k)으로써 발언권을
획득되거나 한의사의 진단과 설명에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한의사의 설
명에 대한 수동적인 대답(“네”)을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화의 조정과 재편은 한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바탕
으로, 특히 한의사 중심적인 ‘문진’(問診)이 수행된 결과이다. 따라서 언어화의
재편성은 한의사보다는 환자의 언어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재편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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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픔에 대하여 환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아픔 어휘와 프레임을 보다 전문적
이고 의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이고
의료적인 어휘와 프레임을 알아가고자 하는 환자의 능동적인 질문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성과 권위
성이 드러나는 전략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특정한 병명으로 명명하거나(labeling),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특정한 방향으로
의미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지어주거나(framing), 한의학 의서의 구절을
인용하는(citing) 전략을 구사한다. 이를 통하여 환자는 한의사가 제시하는 명칭
과 틀을 통하여 자신의 아픔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하며 표현하게 된다. 이전
까지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일상과 삶의 맥락과 연결 지으며 표현했다면, 문진
을 통하여 환자는 한의학 혹은 의료라는 새로운 맥락을 규정 받고 습득하게 되
는 것이다.
사례 5-16은 이러한 한의사의 전략과 재편되는 언어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좋
은 사례이다. 진료의 초반부에서 환자는 허리, 배,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를
“디스크”이자 “낫지 않는 감기”로 언어화한다. 또한 그러한 통증을 자신의 일상
인 “집안일”과 연결시켜 언어로 옮겨낸다(002-d, 003-e, 003-g, 004-e). 즉,
자신의 아픔이 일상생활 속에서 야기하는 불편함과 통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의사는 진료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환자의
아픔을 “기울증”으로 명명하고(명명의 전략)(055-a), 이를 “동의보감”에서 나오
는 병명임을 밝히고(인용의 전략)(055-g), 환자의 아픔이 무엇이며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틀짓기의

전략,

목소리내기)(055-i,

055-k,

055-0, 056-a)한다.
이를 통하여, 삶과 경험의 맥락에 기대었던 환자의 아픔의 표현, 의미, 해석은
의료적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꼭 이러한 언어화의 재
편성이 환자의 언어화가 한의사의 언어화로 합치되는 일방적인 과정인 것만은
아니다. 즉, 환자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한의사의 언어를 따르
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일상과 삶의 맥락은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강한 영향
력을 행사하며,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자신의 아픔에 대한 한의학적 표현과 틀
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일상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환자가 아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명칭(“디스크”, “낫지 않는 감기”)과 아픔
을 해석하는 틀(일상적 맥락, “집안일”)은 한의사에 의해서 “기울증”에 대한 한

160

의학적 모델로 재편된다. 환자는 들어보지 못했던 병명인 “기울증”에 다소 놀라
는 듯하지만(055-d, 055-f), 한의사가 부여한 질병의 프레임에 입각하여 본인
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058-c, 058-e). 질병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환자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과 사고방식들을 고침으로써 칠정(七情)을 점
차적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치료로서 처방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에게는 “집
안일”을 방해하는 허리와 배의 통증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환자는 자
신의 아픔에 대한 이러한 언어화(“기울증”)에 대하여 소소하게 항의하며, 현재
자신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통증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과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058-g, 058-k, 058-m).
비록 그 강도는 미미하지만, 사례 5-16의 환자는 한의사-주도적인 언어화 재
편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다. 환자의 이와 같은 소소한 저항은
한의사에 의하여 흘러가던 일방적인 설득의 과정을 ‘협상’의 과정으로 전환시키
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료의 끝에서 한의사는 결국 자신의 뜻을 우회하게 되는
데(058-n), 이는 단지 환자가 간청하는 침 치료를 해주겠다는 말 이상의 뜻을
내포한다. 즉, 한의사 자신이 주장하는 아픔의 의미(즉,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관철시키지 않고 환자가 생각하는 아픔의 의미(즉, 신체적 통증) 역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화의 재편은 아픔에 대한 한의사의 언어화
로 환자의 언어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언어와 한의사의 언어가 함께
조율되는 형태로 표현된다.
본 장은 아픔이라는 감각과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인 언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의 언어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선 언어화 과정
을 매개하는 요소인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의학적 지각 및 경험의 방식을 살펴
보았다. 한의원에서는 화자들은 말을 통해서 아픔을 비롯한 제반의 감각을 객
관적이며 선명한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다는 언어에 대한 관념과 감각 경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은 간단명료하며 추상적인 언어로 번역
된다기보다 끊임없이 보조적 관념, 텍스트, 목소리를 빌려오는 방법을 통해서
언어로 옮겨진다. 또한 본 장에서는 진료를 통해서 벌어지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의사와 환자 각각의 언어화가 서로 경합하여 조정되고
재편됨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진료의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의사소
통에서 두드러지는 아픔의 언어화는 환자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한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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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것으로 옮겨진다. 여기에는 비단 아픔에 대한 어휘나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아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인 프레임이나 언어화를 하는 화자들의
역할 구도도 함께 전환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의 바탕에는 환자-한의사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물론, 전문가로서 한의사가 구사하는 일련의 언어적 전략이
자리한다. 그러나 언제나 환자의 언어화는 순조롭게 한의사의 언어로 재편되는
것은 아니며, 종종 환자들이 한의사-주도적인 언어화 재편 과정에 반기를 들고
소극적인 저항을 펼침으로써 언어화 재편의 과정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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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한의원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인류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
인의 신체적 감각 경험인 ‘아픔’의 언어적 구성과 그 과정, 즉 ‘아픔의 언어화’
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언어인류학 ․ 의료인류학적 연구들이 ‘이미
언어로 옮겨진 아픔’과 보다 큰 사회적인 차원 간의 연결과 그 분류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 이전의 과정, 즉 아픔이 어떻게 언어의 형태를 빌어 표현되고 기
술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학술적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로 옮겨진 아픔’뿐만 아니라 아픔이라는 신체 감
각이 소통 가능한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까지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
였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아픔에 관한 어휘, 표현의 형식,
의사소통 구조와 특징은 물론, 이러한 언어 사용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아픔
의 언어화의 사례와 특징, 나아가 언어화의 조정과 재편을 살펴봄으로써, 아픔
이 언어적으로 구성되고 실천되는 역동적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그려보았다.
특히 한의원에서의 민족지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아픔이 언어적으로 옮
겨지고 소통되는 것은 ‘언어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이라는 의료
현장, 환자-한의사의 관계와 다양한 상호작용, 언어에 대한 화자들의 관념, 그
리고 한의학적 시선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회적 그물 속에서 펼쳐지는 언어
적 실천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아픔’이라는 감각은 진료
와 치료라는 의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개인 내적인
차원으로부터, 한의학적 맥락 아래 개인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아픔을 언어의 형태로 옮겨냄으로써
아픔을 단순한 감각 경험으로 남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아픔은 타인과 교감되고, 공감되고, 소통될 수 있는 형
태를 지니게 된다. 본 논문은 ‘아픔의 언어화’라는 주제 아래 이러한 의사소통
의 과정을 강조하고, 여기서 아픔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언어적인 형태로’
등장하고 나아가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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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째, 아픔을 기술하는 환자와 한의사 각각의 언어를 분석하여, 어휘와 어
휘의 사용 방식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한의원에서 실제적으로
화자들이 아픔을 표현하고 소통할 때 어떠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의
사용 방식은 어떠한지를 개괄하였다.
Ⅲ장의 분석을 통하여, 한의원에서 환자와 한의사들이 아픔에 관련하여 사용
하는 총 193개의 어휘를 정리하였고, 이를 어휘의 문장 성분의 특성에 따라
‘통증 명사’, ‘통증 행동’, ‘통증 표현’, ‘상태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통증 명사’ 범주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질환의 명칭, 구체적인 신체의 위치와
관련된 질병이나 질환의 명칭, 신체의 특정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나누었다.
또한 ‘통증 표현’ 범주는 우선 구체적인 통증을 묘사하는 표현과 개인의 문제적
인 상태나 심리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아프다’와 같이 포
괄적으로 통증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관형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통증을
묘사하는 표현, 의성의태어를 사용하여 통증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나누었다.
‘통증 행동’ 범주는 행동 표현이 곧 통증을 지시하는 어휘들인 경우를 말하는
데, 한의원에서는 보통 [‘통증 명사’ + ‘-하다’]의 표현이나 ‘통증 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므로 통증 행동에 대한 어휘는 그다지 많은 수가 수집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상태의 변화’ 범주는 증상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한 어휘들이
속하는데, 이 역시 그다지 많은 수가 수집되지 않았다.
이러한 어휘들은 그 사용의 주체가 환자인지 혹은 한의사인지에 따라서 그 사
용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경우, 아픔에 관한 발화의 통사 ․
의미적 구성으로는 ‘[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 ‘[강도 ․ 정도]’,
‘[시간 ․ 기간]’과 같은 대조의 차원에 따라 총 3가지의 표현형 범주가 정리되었
다. 이러한 환자의 아픔 표현 형식의 주요 특성으로는 다어성이 짚어질 수 있
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함에 있어 다양한 수식을 동원함을 알게
한다. 즉, 환자는 아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신체 부위]), 언제부터 아팠는지
([시간 ․ 기간]), 얼마나 아팠는지([강도 ․ 정도]), 어떻게 아팠는지([통증 표현])
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환자의 표현형으로 하여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
하는 특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3가지의 표현형은 그것이 더
다어적인지 혹은 덜 다어적인지에 의하여 하나의 연속체 위에 위치지어질 수
있게 된다.
한의사의 경우, 아픔에 관한 발화에 대한 통사 ․ 의미적 구성으로는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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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통증 표현]’, ‘[통증 명사]’, ‘[전문적인 표현]’에 따라 총 4가지
의 표현형 범주가 정리되었다. 한의사의 아픔 표현 형식의 가장 큰 특성은 바
로 전문성이었다. 이는 특히 한의사가 의학적 ․ 한의학적 레지스터([전문적인 표
현])나 질병 및 질환의 명칭([통증명사]) 같은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또한 한의사의 표현 형식은 환자로 하여금 보다 세세한
아픔의 표현을 유도하는 질문의 형태([+의문문])와 아픔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
리는 선언의 형태([-의문문])로 나뉜다. 전자는 진찰과 진단을 위하여 한의사가
환자에게 표현의 선택지를 주거나 세밀한 표현을 유도하는 것임 반면에, 후자
는 한의사가 환자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극대화된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둘째, 아픔이 실제 환자-한의사 간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아픔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Ⅲ장의 논의
를 바탕으로, 환자 및 한의사 간에 이루어지는 아픔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아픔의 어휘적 측면을 분석하는 일은 환
자와 한의사가 표현 형식의 패턴을 알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어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풍성한 논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없이는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Ⅳ장에서는 우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사소통 속에서 환자와 한의사 각각이 아픔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지”, 그리고 아픔이 소통됨에 있어 주요하게 인지되는 환
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의원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주요하게 인지하는 요소는 개인이 아픔을 “드러내 보이는 일”
과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이다. 한의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자는 아픔을 “관
(觀)”하는 일이며, 후자는 “관(關)”계를 말한다.
한의원에서의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중,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은 가
장 대표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는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이 한의원에서의 핵
심적인 의료 실천인 진료와 치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그 자체
로 진료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하며(‘문진(問診)’),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와의 라
포를 쌓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원활한 진료와 치료를 돕는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한다. 한의원에서의 의사소통은 크게 ‘인사’, ‘진료’ 혹은 ‘진료/치료’,
‘인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중간의 ‘진료’ 혹은 ‘진료/치료’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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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유도’, ‘병 ․ 주소 설명’, ‘진찰’, ‘진단’, ‘처방 ․ 치료 결정’과 ‘참여유도’,
‘경과 ․ 주소 보고’, ‘진찰’, ‘진단 ․ 치료 결정’, ‘치료’로 다시금 구분된다. 중요
한 점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순서가 ‘진단-치료의 구조(diagnosis-treatment
pivot)’(Farquhar 1994)와 같이 고정되어있고 선형적 형태의 것이 아니라, 상황
과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 순서가 변동, 중첩, 생략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상호 이해’의 문제이다. 환
자-의사 간 의사소통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환자와
한의사들

간에

벌어지는

‘이해의

격차’라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Goffman(1981)의 프레임 개념을 응용한 ‘병 프레임’과 ‘질병 프레임’을 통하여
한의원에서 발견된 환자-한의사 간 이해의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환자
들은 아픔을 자신의 삶과 일상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연결시키는, 아픔에 대
한 주관적인 인지와 표현을 하는 병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의
사들은 환자의 아픔을 의학적 ․ 한의학적 관점과 지식에 의거하여 표현, 이해,
해석하는 질병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는 환자
와 한의사가 동일한 아픔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상이
한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해의 격차를 형성하게 된다. 한의원
에서의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은 이러한 이해의 격차가 탄력적으로 벌어지고
좁혀지는 형태로 진행되며, 그 종점은 격차가 좁혀지면서 상호 이해를 달성하
게 되는 ‘진단’이 된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으
로, 이를 위하여 한의사들은 아픔에 대한 표현과 소통을 이루어내어 원활한 진
료와 치료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한 한의사의 표현을 빌자면 “관(觀)”으로,
구체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대화 속에 “드러내 보이”는 일, 즉 아픔의 호
소를 가리키는 것이자,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으로 알아내어 환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관(觀)”은 개인의 관념적 차원에 머
물고 있는 ‘아픔’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사소통 속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다.
환자-한의사 간 의사소통 속에서 환자가 행하는 아픔에 대한 말하기는 ‘병 서
사’(illness narrative)로서 분석될 수 있다. 병 서사는 단순히 아픔에 대한 경험
담이라기보다는, 질병 담론이 아닌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Frank
1995)이자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아픔이 어떻게 말하여지고, 의미가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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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해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의 장르이다(Garro & Mattingly 2000;
Hunt 2000; Brown et al. 2010). 따라서 환자가 연행하는 병 서사는 그가 상
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는” 말하기로 볼 수 있다. 한의원에
서 수집된 병 서사들은 환자들에게 그의 일상과 아픔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즉, 환자는 일상의 흐름을 파괴하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아픔을 짚어내며, 동시에 일상의 어떤 사건을 아
픔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아픔의 경과를 읽어내기
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만의 설명 모델(explanatory model)(Kleinman
et al. 1978)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치
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방문하게 된다. 여기서 환자들이 기대하는 설명과 치료
란, 현재의 아픈 상태를 개선하여 원활한 일상을 누리는 것인데, 환자들의 이러
한 일상에의 강조는 한의사의 설명과 치료는 종종 환자들의 일상적 측면과 갈
등을 빚기도 한다.
또한 환자들의 병 서사에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두
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는 아픔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파괴된 일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다시 원활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기
도 하며, 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병 서사가 갖는
특징은 환자들의 한의사에 대한 신뢰와 아픔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있
다는 점이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아픔에 대한 한의학
적 기대가 뚜렷하고, 한의사의 명성이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병 서사에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신뢰로서 직접
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그 특성이 개인적이고 일상중심적인 병 서사와 달리, 한의사의 “관(觀)”은 개
인을 뛰어넘는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한의사의 “관(觀)”은
“환자의 스토리”를 한의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아픔에 대한 한의학
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Farquhar(1994)의 “간병(kanbing; 看病)”
분석을 모델로 하여, 연구자는 진단 과정의 시간적 전개(“진찰”→“변증”→“진
단”)에 따라 변화하는 아픔의 명칭, 의미, 특성, 표현, 상호작용의 양상을 정리
하였다. 진단이 시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아픔은 점차적으로 의료화된 대상으
로 제련된다. 한의사는 환자의 호소로부터 병의 징후인 “소증”을 포착해내고,
변증의 과정을 거쳐 이를 질병의 의미가 담긴 특정한 병명으로 진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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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아픔의 시간성은 병의 발생(과거)부터 지금(현재)까지의 연속
적이었던 그 성질이 탈맥락화되어, 하나의 고정되고 멈추어진 ‘현재’로 전환된
다. 아픔의 공간성 역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몸의 모든 부위에 해당했던
것들이, 질병의 의미가 관련성이 있다고 주목하는 몸의 특정한 부분으로 좁혀
지게 된다. 또한 진단의 전개에 따라 아픔의 자질은 통증 중심적이며 몸에 대
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것으로부터 의료화된 용어와 성질로 전환된다.
아픔에 대한 말하기도 진단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변화한다. 진찰의 단계에서
한의사는 통증 표현이 사용되는 의문문의 표현형(한의사의 표현형 범주 Ⅰ, 범
주 Ⅱ)을 사용하는 반면, 진단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선언형
식의 표현형(한의사의 표현형 범주 Ⅲ, 범주 Ⅳ)을 사용한다. 말하기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의 대화 참여자 역할(Goffman 1981) 역시 전환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환자의 병 서사를 경청하는 청자의 역할에서, 문진을 주도하
는 질문자의 역할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진단을 내리는 통보자 겸 선언자로
의 이행이다.
환자-한의사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관(關)”은 의사소통의 양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목적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큰 영향을 미친
다. 한의원에서 발견된 환자-한의사 간의 주요 관계로는 비대칭적인 관계와 공
감 ․ 지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의사소통 속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끊
임없이 전환되고, 나아가 때때로 중첩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비대칭적
인 관계란 한의사가 가진 전문적 정보, 한의학적 지식, 의사로서의 권위로 인하
여, 환자에 비하여 한의사에게 힘(power)이 실어진 관계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공감 ․ 지지적인 관계는 한의사들이 관계의 이상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환자
의 통증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두 관계는 의사소통 속에서 중첩되거나 계속적으로 전환되는데, 본 연
구는 특히 환자와 한의사의 특정한 언어 사용은 상호작용 속 그들의 관계가 어
떤 것인지 지표(index)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
여 의사소통의 양상을 크게 치료적 프레임을 갖는 것과 보살핌의 프레임을 갖
는 것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치료 중심의 의료적 말하기에 대한 프레임이며
후자는 치유와 보살핌에 초점이 맞춰진 공감 ․ 친교의 말하기에 대한 프레임이
다. 특히 각각의 프레임에서 화자들은 특정한 비언어적 자질을 수반하여 아픔
을 말하는데, 본 논문은 이를 ‘공간 언어’(proxemics)(Hall 1963)와 ‘동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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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kinesics)(Birdwhistell 1970)의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가령 한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거리 조정하거나, 눈을 맞추거나, 환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
이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공감을 나타내며, 그들 간에 공감 ․ 지지적
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음을 지표하는 비언어적 행위이다.
(3) 셋째, 아픔의 언어화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아픔을 표현하고 소통하
는 현상의 상위 언어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신체적인 감각인 아픔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Ⅴ장에서는 아
픔의 언어화를 개인이 자신의 감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인 일차적인 언어화
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황적으로 아픔의 언어를 조정하고 재편하는 이차적인
언어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일차적인 언어화의 경우, 아픔과 언어를 연
결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로서 언어 이데올로기와 한의학적 경험과 지각의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두 요소는 개인이 아픔을 ‘어떠한’ 언어적 형
태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하게’ 옮기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화자들이 언어, 언어 사용, 언어 기능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가정과 관념(Silverstein 1979; Irvine 1989; Woolard 1998; 강윤희 2004,
2014)을 말한다. 한의원에서 두드러지는 언어 이데올로기는 (한의사의 비유를
빌리자면) “말의 여백”으로, 이는 화자들이 언어는 아픔이라는 감각을 온전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며 기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말의 여백”이란 아픔에 대하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채울 수 없
는, 빈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경험과 지각의 방식과도 연결된
다. 감각에 대한 객관적인 실재를 포착하고 이를 선명한 언어로서 지시할 수
있다고 믿는 서양의학의 관점과는 달리, 한의학에서는 선명한 언어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으며 언어를 통해서 감각을 명확하게 포착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
다(Kuriyama 1999). 나아가 경험의 지각과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한의원
에서 감각은 인지해야 할 대상이자 지각의 한 경로 ․ 방식이 된다는 특성이 드
러난다. 일례로 맥진(脈診)을 들 수 있는데, ‘맥’이라는 촉각은 한의사들이 환자
의 아픔을 인지하는 경로이자 환자의 아픔을 드러내는 한 감각 대상이 된다.
또한 맥이라는 감각을 언어화한 예로서 ｢제맥체상(諸脈體狀)｣을 들 수 있는데,
오로지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이루어져있는 맥의 정의와 설명은 “선명한 언어”
를 추구하지 않았던 한의학의 관점과 언어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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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환자와 한의사들은 아픔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
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아픔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선언하기보다 그 양상과 인
상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의학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아픔을 장
황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장려되고, 환자는 물론 한의사들 역시 이러
한 표현들을 통해 아픔이 무엇인지 파악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에 수반하여 동작이나 음성과 같은 비언어적 ․ 준언어적 자질이 함께 사용되기
도 한다. 한의사가 수행하는 언어화의 경우, 한의학 의서의 한 구절이나 지식을
직 ․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환자의 아픔 표현을 그대로 따오는 양상이 두드러
지게 발견되었다. 한의학 의서는 언어화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상징, 표현 등
의 다양한 언어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오는 것 역
시 그 표현 자체가 언어화의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의 여백”의 언어 이
데올로기를 가진 한의사로 하여금 상황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내
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의학 의서는 그 역사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인용하기에 타당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일종의 텍스트성(textuality)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통해 한의사가 의서의 전문성과 권위를 함께 가
져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화자들이 진술하는 “말의 여백”의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에 대한 허무주의적
불가지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원에서의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여백”은 아픔을 언어화하여 소통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의 여백”이라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아픔의 언어화
과정에서 작동함을 짚어내는 것은 ‘한의원에서는 왜 이러한 언어적 형식으로
아픔을 표현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일부이지, 언어로써 아픔의 본질은 물론 이
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한의원에서 관찰
되는 일련의 아픔 표현들은 실제의 감각을 언어로 옮겨낸 것이라 볼 수 없다’
를 독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의 여백”의 언어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한의사들이 인
간의 ‘몸’을 바라보고 다루는 ‘시선’(gaze)에도 반영되어있다. 마치 “몸의 노래”
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한의사들의 초점은 개별 음표가 아닌 노래 그 자체에
있다. 그들은 몸의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정되어 있는 시점보다는 흐름과 연속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로써 아픔의 선명한 실체를 포착하는 것보다 아픔
이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인상’과 ‘양상’을 강조한다. 즉, 겉보기에는 장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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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적인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는 한의원의 아픔 표현이 아픔이라는 감각을 더
욱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맥(脈)을 표현하는 데에
도 이를 수(數) 표현과 같이 간단명료한 언어로 옮기지 않고, “대나무 껍질을
긁는 것과 같다”라는 언어로 옮겨낸다. ‘몸과 아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점의
저변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서의 아픔의 감각’이라는 관
점이 자리하고 있다. 아픔의 언어화에 있어 한의원이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
어에 대한 가정은 <감각 대상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유비적인 언어가 감각 대상을 더 잘 나타낸다>라는 가정인 것이다.
이차적인 언어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픔의 표현, 의미, 해석을 재차 편성하
는 과정이다. 즉, 진료가 전개됨에 따라, 아픔은 환자 중심적으로 언어화되었다
가 점차 한의사 중심적인 언어로 조정되고 재편된다. Ⅴ장에서 이러한 언어화
의 조정과 재편은 아픔에 대한 프레임, 아픔에 대한 어휘 및 언어적 표현, 언어
화하는 화자들의 역할 구도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조명되었다. 진료가 진행됨
에 따라, 의사소통에 지배적인 프레임은 환자의 병 프레임에서 한의사의 질병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의 전환에 수반하여 아픔의 시공간적
속성, 자질, 맥락이 함께 조정된다. 또한 어휘 및 언어적 표현의 차원에서, 아픔
의 어휘는 통증 표현이 주가 이루면서 부차적으로 통증 명사가 사용되었던 양
상에서 통증 명사와 전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전환된다. 아픔의
표현형 역시 환자의 표현형(범주 Ⅰ, 범주 Ⅱ) 위주에서 한의사의 표현형(범주
Ⅲ, 범주 Ⅳ) 위주로 전환된다. 진료 초반 의사소통의 참여자 구도는 환자의 표
면적인 행위성(agency)이 특성으로 나타나는 ‘환자 : 한의사 = 화자 : 청자’이
지만, 진료가 진행될수록 ‘환자 : 한의사 = 청자 : 화자/선언자 = 피교육자 :
교육자’의 구도로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의 바탕에는 환자-한의사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물론, 전문가로서 한의사가 구사하는 일련의 언어적 전략이
자리한다. 이를 통하여 환자는 한의사가 제시하는 명칭과 틀을 통하여 자신의
아픔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하며 표현하게 된다. 이전까지 환자가 자신의 아
픔을 일상과 삶의 맥락과 연결 지으며 표현했다면, 문진을 통하여 환자는 한의
학 혹은 의료라는 새로운 맥락을 규정받고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나 환자의 언어화는 순조롭게 한의사의 언어로 재편되는 것은 아니며, 종종 환
자들이 한의사-주도적인 언어화 재편 과정에 반기를 들고 소극적인 저항을 펼
침으로써 언어화 재편의 과정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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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최종적으로 아픔의 언어화 논의에 있어, 아픔이 언어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픔의 언어화가 ‘기의기표의 발현’이라는 간단명료한 전환이나 기계적이며 자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 기의로서의 아픔 감각과 기표로서의 언어 간의 연결을 구성하고 있
는 언어 이데올로기, 한의학적 시선과 방식, 환자-한의사의 관계, 상호작용의
상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비록 아픔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이를 언어화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의 상황과 맥락은 물론 이를 감싸고 있는 사
회문화적 맥락과 얽혀있는 문제임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아픔의 언
어화는 개인의 변이적인 발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픔과 언어에 대한 수치 중심적인 연
구보다는 개인의 실천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논의에 포괄하는 경험적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족지적 방법을 통하여 아픔의 언어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아픔에 대한 개별 행위
자들의 언어적 실천, 아픔에 대한 환자와 한의사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의 장(場)이자 의료 제도 ․ 기관 ․ 문화로서의 한의원의 맥락과
특징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픔의 언어화는 개인적인 감각경험을 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번역
하는 작업이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의 감각 경험을 사회적으로 소통하기 위하
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언어적 실천이다. 또한, 아픔의 언어화 과정에는 아픔
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의 언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 외견상으로 특정한 아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역량과 선택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아픔이라는 감각과 언어
의 연결 고리 이면에는 감각 경험에 대한 사회적인 지침과 언어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가정이 작동한다. 아픔은 이처럼 여러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들로 여과
된 후, 타인과 소통될 수 있는 언어로 제련되는 것이다. 나아가 아픔의 언어화
는 환자와 한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롭게 조정되고 재편된다. 이러한
언어화의 과정은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아픔에 대한 단 하나의 언어에 동의하고
이를 공유하는 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각각의 언어들이 상호작용
을 거치면서 충돌, 설득, 협상 속에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172

을 말한다. 즉, 환자의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련의 의료적 실천인 진료 ․
치료의 이면에는, 화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언어의 전략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아픔을 무엇이라 부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협상해나가는 역동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픔이 언어로 번역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기술과 분석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언어화된 아픔과 사회문화적
특성 간의 연결을 탐구했던 기존의 언어와 아픔에 대한 언어 및 의료인류학적
연구의 지평을 보완 ․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아픔이 인간의 기본 감각 중 하나
인 촉각의 한 하위 감각인 통각(sense of pain)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감각이
어떻게 언어로 옮겨지며 소통되는지에 주목한 본 연구는 넓게는 언어와 감각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논의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원에서의 아픔의 언어화가 이루어지는 비유와 인용을 사용하자면, 한의원
에서의 아픔은 “말의 여백” 위에, “몸의 노래”를 통하여 “관(觀)”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한의원에서의 아픔은 초점 없이 겉도는 표현들이 얽혀 있거나, 장
황하고 수많은 비유와 목소리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로
언어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픔의 감각 경험에 대하여 언어는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한의원에서의 언어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말
의 여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의학만의 독특한 지각의 경험 방식의 “몸의 노
래” 관념은 한의원에서의 이러한 아픔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것’, ‘모호한 것’
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즉, 한의원에서 아픔의 언어화는 지시
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보다 유비적인 언어로써 보다 잘 드러나고 소통될 수 있
다는 기대가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한의원에서의 아픔은 이러한 화자들의 언
어적 실천은 물론, 의료적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변화한다. 한의원의 사례를 통해서, 아픔의 언어화는 ‘아픔’이라는 기
의와 이에 대한 어휘나 표현 등의 기표 간의 단순명료한 연결 이상의 복잡성과
역동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환자와 한의사 간의 관계와 그들의 언어
적 ․ 의료적 실천과 상호작용은 물론 “말의 여백, 몸의 노래”라는 문화적인 맥
락을 통해서 아픔이 언어로 번역되며 재편되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다.

173

Ⅶ. 참고문헌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강윤희
2004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쁘딸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7(2): 23-48.
2006 “의례언어의 시적 구조와 다기능성: 인도네시아 벌꿀 채집 의례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39(1): 73-104.
2010 “제주사회의 두 방언 사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파주: 교문
사, pp. 365-420.
2014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의 재구성: 싱가포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동반
가족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20(1): 87-118.
2015 ““커피 배우기”: 언어, 향미, 그리고 감식안의 습득과정”, 비교문화연
구 20(2): 5-41.
권영규 외
2013 의약학 계열 전공자를 위한 한의학 입문,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금하
2009 “대화참여자에 따른 의료 대화분석”, 한국사회언어학회 ․ 담화인지언어
학회 ․ 고려언어정보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09-4-25) 발표문(미간행).
김태우
2012 “한의학 진단의 현상학과 근대적 시선 생경하게 하기”, 한국문화인류
학 45(3): 199-231.
2013 “과거의 의서에서부터 당대의 실천까지: 소문대요, 소문학회,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전통의 전승을 바라보는 의료인류학적 시선”, 한국의사
학회지 26(1): 9-19.
2014 “인류학적 현지로서의 한의학: 동아시아의학 연구주제와 인류학적 한
의학연구의 가능성”, 비교문화연구 20(2): 139-175.

174

데퍼만, 아르눌프
2007 “독일어권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2(1):
40-50.
리슈카, 제임즈 야쿱(James Jakob Liszka)
2010[1996] 퍼스 기호학의 이해(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s
of Charles Sanders Peirce), 이윤희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
부.
박경용
2009 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1):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문화,
서울: 경인문화사.
2011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1): 대구약령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
약업과 삶, 서울: 경인문화사.
박용익
2006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

텍스트언어학

21:

207-237.
2014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파주: 수문사.
박유정
2008 “한국 임상 진료 면담 개시 질문에 관한 대화 분석적 연구”, 의료커
뮤니케이션 3(1): 16-38.
백미숙
2010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 기술”, 의료커뮤니케이션 5(1): 49-61.
사빌-트로이케, 뮤리엘(Saville-Troike, Muriel)
2009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왕한석 ․ 백경숙 ․ 이진성 ․ 김혜
숙 역, 서울: 한국문화사.
서민순
2007 “의료대화 구조와 기능에 대한 대화분석연구: 초진대화를 중심으로”, 
독어학 15: 163-179.

175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2012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파주: 도서출판 들녘.
왕한석
1988 “한국 친족용어의 내적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 283-308.
1992 “한국 친족호칭 체계의 의미 기술”, 한국문화인류학 24: 139-193.
1995a “한국 친족호칭의 변화 양상: 간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 문학의
양상과 논리: 양하 정상박 박사 화갑 기념 논총, 양하 정상박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pp. 167-192.
1995b “집의 이름과 친족관계에 대한 명칭”, 한국문화인류학 28: 223-244.
1996 “언어 ․ 사회 ․ 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2000 “영남인의 친척용어: 친척용어 주요 하위체계들에 대한 민족지적 기
술”, 민족문화논총 22: 123-181.
2010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 한국 학계에의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과
제”, 사회언어학 18(2): 61-78.
유형준, 이현석
2007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 의료정책포럼 5(4): 110-116.
전민영
2012 “환자 중심 면담법”, 의료커뮤니케이션 7(1): 1-7.
전혜영
2014 “의료 사회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2(3):
181-200.
제석봉
2007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을 토대로 한 맞춤형 의료 커뮤니케
이션 방안 모색”, 의료커뮤니케이션 2(1): 1-18.
조병희
2006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파주: 집문당.

176

진제희
2006 “기능단계별로 나타난 의료면담의 제도 대화적 특징 연구”, 사회언어
학 14(1): 137-163.
푸코, 미셸
2006[1963].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 홍성민 역, 서울: 이
매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출판사.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의료커뮤니케이션, 서울: 학지사.
한상모 외
2005 동의학개론, 서울: 여강출판사.
황상익, 강신익
2012 의대담: 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 서울: 메디치미디어.
황은미
2007 “간호대화의 특성과 유형분석”, 독어학 15:355-375.

2. 외국 논문 및 단행본
Agha, Asif
2004 “Registers of Language,” in Alessandro Duranti, ed.,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pp. 23-45.
2007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insworth-Vaughn, Nancy

177

2001 “The

Discourse

of

Medical

Encounters,”

in

Deborah

Schiffrin,

Deborah Tannen, and Heidi Ehernberger Hamilton, eds.,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Ltd., pp.
453-469.
Bauman, Richard and Charles Briggs
1990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s of Anthropology 19: 59-88.
Beebe, Steven, Susan Beebe, and Mark Redmond
200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ing to Others, Boston, MA: Pearson/Ally
& Bacon.
Bieri, Daiva, Robert Reeve, David Champion, Louise Addicoat, and John
Ziegler
1990 “The Face Pain Scale for the Self-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Pain
Experienced

by

Children: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Ratio Scale Properties,” Pain 41: 139-150.
Birdwhistell, Ray
1970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lumhagen, Dan W.
1979 “The Doctor’s White Coat: The Image of the Physician in Modern
America,” Annals of Internal Medicine 91(1): 111-116.
Briggs, Charles L.
2011 “Biocommunicability,” in Merrill Singer and Pamela I. Erickson, eds.,
A Companion to Medical Anthrop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pp. 459-476.
Brown, Peter, Ronald Barrett, Mark Padilla, and Erin Finley

178

2010 “Medic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to the Fields,” in Peter
Brown and Ron Barrett, eds., Understanding and Applying Medical
Anthropology,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pp. 3-15.
Capps, Lisa and Elinor Ochs
1996 Constructing Panic: The Discourse of Agoraphobi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lassen, Constance
1997 “Foundation for an Anthropology of the Sens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3: 401-412.
Cook, Mark
1979 “Gaze and Mutual Gaze in Social Encounters,” in Shirley Weitz ed.,
Nonverbal Communication: Readings with Commentar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77-86.
DeVito, Joseph A.
2013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ook, New Jersey: Pearson.
Duranti, Alessandro
1997 Linguistic Anthropolog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Language as Culture in U.S. Anthropology,” Current Anthropology 44(3):
323-347.
Farquhar, Judith
1994 Knowing Practice: The Clinical Encounter of Chinese Medicine, Boulder:
Westview Press.
Fleischman, Suzanne
2001 “Language and Medicine,” in Deborah Schiffrin, Deborah Tannen, and
Heidi Ehernberger Hamilton, eds.,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Ltd., pp. 470-502.

179

Foucault, Michel
1963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UK:
Routledge.
Fabrega, Horacio
1975 “The Need for an Ethnomedical Science,” Science 189: 969-975.
Frake, Charles
1961 “The Diagnosis of Disease Among the Subanun of Mindanao,”
American Anthropologists 63(1): 113-132.
Frank, Arthur
1995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ankel, Richard
1983 “The Laying on of Hands: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Gaze,
Touch, and Talk in a Medical Encounter,” in Alexandra Todd and
Sue Fisher, eds., The Social Organization of Doctor-Patient Communicat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pp. 19-54.
Freeman, Sarah H.
1987 “Organizational Constraints as Communicative Variables in Bureaucratic
Medical Settings: A Case Study of Patient-Initiated Referral Talk in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Affiliated Practices,” Discourse Processes
10: 385-400.
Garro, Linda C. and Cheryl Mattingly
1994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Illness and Healing,”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6): 771-774.
2000 “Narrative as Construct and Construction,” in Cheryl Mattingly and
Linda C. Garro eds., Narrative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Illness and
Healing,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49.

180

Gill, Virginia T. and Douglas W. Maynard
2006 “Explaining Illness: Patients’ Proposals and Physicians’ Responses,”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5-154.
Goffman, Erving
1967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in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pp. 5-46.
1974 Frame Analysis, New York, NY: Harper and Row.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od, Byron J.
1994 “Medical Anthropology and the Problem of Belief,” in Medicine,
Rationality, and Experienc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4.
Goodenough, Ward H.
1967 “Componential Analysis,” in James P. Spradley ed.,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San Francisco: Chandler, pp. 327-343.
Goodwin, Charles
2000 “Action and Embodiment within Situated Human 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32: 1489-1522.
2003a “Conversational Frameworks for the Accomplishment of Meaning in
Aphasia,” in Charles Goodwin ed., Conversation and Brain Dama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90-116.
2003b “Pointing as Situated Practice,” in Sotaro Kita ed., Poiting: Where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Mee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p. 226-250.

181

Goodwin, Majorie H.
1990 “Talk as Social Action,” in He-Said-She-Said: Talk as Social Organization
Among Black Childre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17.
Goold, Susan Dorr and Mack Lipkin
1999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4(Suppl 1): S26-S33.
Greenhalgh, Susan
2012 “Weighty Subjects: The Biopolitics of the US War on Fat,” American
Ethnologist 39(3): 471-487.
Gumperz, John
1964 “Linguistic and Social Interaction in Two Communities,” in Ben
Blount ed.,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Long Grove, IN: Waveland
Press, pp. 283-299.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 Edward
1963 “A

System

for

the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65: 1003-1026.
Han, Sunyoung
2015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Pulse Diagnosis in Korean
Medici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Heath, Christian
1986 “Video Analysis: Interactional Coordination in Movement and Speech,”
in Body Movement and Speech in Medical Interac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4.

182

2006 “Body Work: the Collaborative Production of the Clinical Object,”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5-213.
Heller, Monica and Sarah Freeman
1987a “Editors’ Preface,” Discourse Processes 10: 287-289.
1987b “First Encounters: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Intake
Process,” Discourse Processes 10: 369-384.
Heritage, John and Douglas W. Maynard
2006a “Introduction,”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1.
2006b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Study of Physician-Patient Interaction:
30 Years of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351-374.
Heritage, John and Jefferey D. Robinson
2006 “Accounting for the Visit: Giving Reasons for Seeking Medical Care,”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8-87.
Hunt, Linda M.
2000 “Strategic Suffering: Illness Narratives as Social Empowerment among
Maxican Cancer Patients,” in Cheryl Mattingly and Linda C. Garro
eds., Narrative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Illness and Healing,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88-107.
Huskisson, E. C.
1974 “Measurement of Pain,” The Lancet 304: 1127-1131.
Hymes, Dell.

183

1962 “The Ethnography of Speaking,” in Ben Blount, ed.,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Long Grove, IN: Waveland Press, pp. 248-282.
1971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ohn B. Pride and Janet
Hol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pp.
269-293.
Irvine, Judith
1989 “When Talk Isn’t Cheap: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16(2): 248-267.
Jefferson, Gail
2004 “Glossary of Transcript Symbols with an Introduction,” in Gene H.
Lerner, ed., Conversation Analysis: Studies from the First Generation,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pp. 13-23.
Kim, Jongyoung
2007 “Alternative

Medicine’s

Encounter

with

Laboratory

Science:

The

Scientific 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in a Global Age,” Social
Studies of Science 37: 855-880.
2009 “Transcultural

Medicine:

Scientific-industrial

A

Multi-sited

Networking

of

Ethnography

Korean

Medicine,”

on

the

Medical

Anthropology 28(1): 31-64.
Kim, Taewoo
2014 “Classical Texts in the Present Tense: The Looking Diagnosis of a
Donguibogam

School

in

South

Korea,”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 300-304.
Kim, Young Key, Tai Keun, Park, and Duck Hee, Kang
1980 “Naeing:

A

Korean

Folk

Illness,

its

Ethnography

Epidemiology,” Yonsei Medical Journal 21(2): 147-155.
Kirmayer, Laurence J.

184

and

its

2000 “Broken Narratives: Clinical Encounters and the Poetics of Illness
Experience,” in Cheryl Mattingly and Linda C. Garro eds., Narrative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Illness and Healing,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53-180.
Kleinman, Arthur
1988 “The Meaning of Symptoms and Disorders,” in The Illness Narrative:
Suffering, Healing,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NY: Basic Books,
pp. 3-30.
Kleinman, Arthur and Adriana Petryna
2002 “Health: Anthropological Aspects,” in Neil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London, England: Elsevier Science Ltd., pp. 6495-6499.
Kleinman, Arthur, Leon Eisenberg, and Byron Good
1978 “Culture, Illness, and Care: Clinical Lessons From Anthropologic and
Cross-Cultural Research,” Annals of Internal Medicine 88: 251-258.
Knapp, Mark L.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Knapp, Mark, L., Judith A. Hall, and Terrance Horgan
2013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Boston, MA: Wadsworth.
Kroskrity, Paul V.
2000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4 “Language Ideologies,” in Alessandro Duranti, ed.,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pp. 496-517.
Kuipers, Joel C.

185

1989 ““Medical Discourse” in Anthropological Context: Views of Language
and Power,”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3: 99-123.
Kuriyama, Shigehisa
1999 The Expressiveness of the Body and the Divergence of Greek and Chinese
Medicine, New York, NY: Zone Books.
Lee, Hyemin
2015 ““Talking about the Body Using the Body”: Nonverbal Acts in
Korean Medicine Clinic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295-327.
Long, Debbi, Cynthia L. Hunter, and Sjaak van der Geest
2008 “Introduction: When the Field is a Ward or a Clinic: Hospital
Ethnography,” Anthropology & Medicine 15(2): 71-78.
Lounsbury, Floyd G.
1964 “The Structural Analysis on Kinship Semantics,” in Stephen A. Tyler
ed., Cognitive Anthropology: Readings,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193-212.
Majid, Asifa and Stephen Levinson
2011 “The Senses of Language and Culture,” Senses & Society 6(1):5-18.
Mattingly, Cheryl
2000 “Emergent Narratives,” in Cheryl Mattingly and Linda C. Garro eds.,
Narrative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Illness and Healing,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81-211.
Maynard, Douglas W. and Richard M. Frankel
2006 “On Diagnostic Rationality: Bad News, Good News, and the Symptom
Residue,”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186

and Patient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8-278..
McCawley, James
1999 “Participant Roles, Frames, and Speech Ac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6): 595-619.
Mishler, Elliot George
1984 The Discourse of Medicine: Dialectics of Medical Interviews, Santa Barbara,
CA: Greenwood Publishing Group.
Na, Seonsam
2012 “East Asian Medicine in South Korea,” Harvard Asia Quarterly 14(4):
44-56.
Ong, Lucille M., J. C. J. M de Haes, A. M. Hoos, and F. B. Lammes
1995 “Doctor-Patient Communi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0: 903-918.
Park, Joseph Sung-Yul
2009 Local Construction of Global Language: Ideologies of English in South Korea,
Boston, MA: De Gruyter Mouton.
Park, Yujong
2009 Interaction between Doctors & Patients in Korean Primary Care Settings:
Analyzing Medical Discourse, Seoul, Korea: Pagijong Press.
Perӓkylӓ, Anssi
1995 “Introduction,” in AIDS Counselling: Institutional Interaction and Clinical
Prac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6.
Quinlan, Marsha B.
2011 “Ethnomedicine,” in Merrill Singer and Pamela I. Erickson, eds., A
Companion to Medical Anthrop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87

Ltd., pp. 381-404.
Reyes, Angela
2011 “‘Racist!’: Metapragmatic Regimentation of Racist Discourse by Asian
American Youth.” Discourse & Society 22(4): 458-473.
Rivers, William H.
1924 Medicine, Magic, and Religion, London, UK: Routledge.
Robinson, Jeffrey D.
2006 “Soliciting Patients’ Presenting Concerns,” in John Heritage and
Douglas W. Maynard, eds., Communication in Medical Care: Interaction
Between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ati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47.

Roter, Debra L. and Judith A. Hall
2006 “The Signficance of Talk,” in Doctor Talking with Patients/Patients
Talking

with

Doctors:

Improving

Communication

in

Medical

Visits,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Sacks, Harvey, Emmanuel Schegloff, and Gail Jefferson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Silverstein, Michael
1976 “Shifters, Linguistic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in Keith
Basso and Henry Selby, eds., Meaning in Anthropology, Albuquerque,
NM: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11-56.
1979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in Paul Clyne,
William

Hanks,

and

Carol

Hofbauer,

eds.,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Chicago, IL: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193-248.

188

1993 “Metapragmatic Discourse and Metapragmatic Function,” in John
Lucy, ed., Reflexive Language: Reported Speech and Metapragma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58.
2006 “Old Wine, New Ethnographic Lexicograph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5: 481-496.
2013 “Discourse and No-Thing-Ness of Culture,” Signs and Society 1(2):
327-366.
Spitulnik, Debra
1997 “The Social Circulation of Media Discourse and the Mediation of
Communities,”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6(2): 161-187.
Swann, Joan, et al.
2004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Szasz, Thomas and Mark H. Hollander
1956 “A Contribution to the Philosophy of Medicin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97: 585-592.
Tannen, Deborah and Cynthia Wallat
1987 “Interactive

Frame

and

Knowledge

Schemas

in

Interaction:

Examples from a Medical Examination/Interview,”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2): 205-216.
van der Geest, Sjakk and Kaja Finkler
2004 “Hospital Ethnography: Introdu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9:
1995-2001.
Waitzkin, Howard
1985 “Information Giving in Medical C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2): 81-101.

189

Wallace, Anthony F. and John Atkins
1960 “The Meaning of Kinship Terms,” in Stephen A. Tyler ed.,
Cognitive Anthropology: Readings,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345-369.
Weitz, Rose
2007 “The Professions of Medicine” in The Sociology of Health, Illness, and
Health Care: A Critical Approach,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pp.
West, Candace
1984 “When the Doctor Is a “Lady”: Power, Status, and Gender in
Physician-Patient Encounters,” Symbolic Interaction 7(1): 87-106.
2010[1984] “Turn-Taking in Doctor-Patient Dialogues,” in Peter Brown
and Ron Barrett, eds., Understanding and Applying Medical Anthropology,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pp. 375-384.
Wilce, James M.
2009 “Medical Discours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8: 199-215.
Woolard, Katherine
1998 “Introduction: Language Ideology as a Field of Inquiry,” in Bambi
Schieffelin, Katherine Woolard, and Paul Kroskrity, eds.,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7.
Woolard, Katherine and Bambi B. Schieffelin
1994 “Language Id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1): 55-82.
World Medical Association
2009 Medical Ethics Manual,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Inc.

190

Young, Allan
1982 “The Anthropologies of Illness and Sickness,” Annual Reviews of
Anthropology 11: 257-285.
Zhang, Yanhua
2007 Transforming

Emotions

with

Chinese

Medicin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3. 자료 및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의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40&efYd=20
150128#0000, (2015년 2월 16일 접속).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2014 한방의료 이용 시 주 이용기관.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 d=117&tblId=DT_11787N_0008&conn_path=I3,

(2015년

8월 10일 접속).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
2013 총괄(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http://kosis.kr/statHtml/statHtm
l.do?orgId=421&tblId=DT_42101N_001&conn_path=I3,

(2015년

8월 10일 접속).
이혜민. 2015-04-18. “세계화, 한의학, 그리고 언어: 한방병원의 사례를 통
해

본

세계적

Language:

언어풍경(Globalization,

Global

Language-Scape

in

Korean
South

Medicine,
Korean

and

Medicine

Hospital)”.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비교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한국학과 언어인류학(Global Korean Studies and Linguistic
Anthropology).

191

Lee, Hyemin, 2015, Globalization, Korean Medicine, and Language:
Global Language-Scape in South Korean Medicine Hospital, The
Sociolinguistics

of

Globalization:

(De)Centring

and

(de)standardiz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June 6th, 2015.

4. 삽화 및 그림
본 논문에 사용된 그림들은 그림 7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에 의해 직
접 제작된 그림이다. 또한 본 논문에 사용된 삽화(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연구자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연구자가 직접 의뢰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림 7: http://bodypictures.org/large/4/Body-Pictures-4.jpg (2015년 9
월 2일 접속)

5. 기타 자료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Main.do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ktkp2014/
한의학대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51276&categoryId=512
76

192

ABSTRACT

Inexpressibility of Words,
Expressiveness of Bodies:
Verbalization of ‘Pain’ and Languages Use
in Korean Medicine Clinics
Hyemin Le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do people talk about their pain, and how is their pain being verbalized?
This study attempts a linguistic anthropological analysis on language use in
local Korean Medicine clinics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linguistic
construction of ‘pain,’ otherly put, the verbalization of ‘pain.’
Apeum, literally meaning sickness yet in this study referring to pain, is the
most frequent topic expressed and talked in everyday medical encounters in
Korean Medicine clinics. However, it is a burden for patients and doctors
when it comes to verbalizing what they ‘sense’ as pain. Considering that
language plays a critical role in translating and articulating the sensory
experiences, it is called into the question how the pain as a sense gets to be
translated and thus be communicated. By focusing on pain being a tough
sense to express elaborately as well as a significant theme of doctor-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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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pain verbalization.
Clinical or psychological studies on language and sickness/pain have attempted
numer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ain, by standardizing individual’s sensory
experiences and their sensibility thereby truncating them into certain categories.
On the contrary, this study embraces individual as a subject who perceives and
verbalizes sense of pain. Furthermore, this study encompasses metalinguistic
components engaged in verbalization processes significantly into the discussion.
Specifically by focusing on physical-sensory aspects of pain, this thesis
highlights both ‘already-verbalized’ pain and its verbalization processes. Thus, it
not only focuses solely on the translative process of pain which is being
rendered into communicative forms, but also illustrates the interactive process
of pain being communicated in medical encounters.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examined, each exploring pain verbalization in
lexical and syntactic-semantic level, interactive level, and metalinguistic level.
Firstly, what are the types and features of lexicons and expressions of pain
being used in medical encounters in Korean Medicine clinics? This is to
examine a lexicon of pain that indicates pain and how doctors and patients
syntactically apply them to express pain experiences. 193 lexicons that refer or
express pain are collected, which are then classified into four types: ‘pain
nouns,’ ‘pain actions,’ ‘pain expressions,’ and ‘conditional expressions.’ Here,
sentence/utterance

syntactic-semantic

compositive

types

are

analyzed:

for

patients, three types that can be aligned with levels of verbosity, whereas for
doctors, four types that can be aligned with levels of authority and
professionalism.
Secondly, during the medical encounters, how do doctors and patients
express, communicate, and understand pain? Focusing on actual doctor-patient
interactions, it is discussed how doctors and patients ‘reveal’ (kwan 觀) their
pain and how they build specific types of relationships (kwan 關) dur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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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processes.

Here,

a

general

structure

of

doctor-patient

communication in Korean Medicine clinics is sketched, where matters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become a salient
feature of doctor-patient communication. This reveals two salient “frames”
(Goffman 1981), of illness and of disease, constructing and mediating ‘gaps of
understanding the pain’ in medical interactions. These frames are also echoed
in ‘revealing’ one’s pain, or “kwan” (觀); the illness frame reflected in illness
narratives (patients’ “kwan”) and the disease frame reflected in doctor’s folk
models of diagnosis (doctors’ “kwan”).
Two other frames, frames of cure and of care, comprise doctor-patient
relationships, or “kwan” (關).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wo major types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s,

asymmetrical

and

empathetic

relationship.

Moreover, this study demonstrates these types of relationship are indexed by
phatic or medical talks as well as by nonverbal acts such as “proxemics” (Hall
1963) and “kinesics” (Birdwhistell 1970).
Thirdly, in what forms are patients’ pain translated, and how are their
verbalization processes carried out? Here, language ideology of “blank space of
words” (malui-yeobaek 말의 여백) and ways of sense experience used in Korean
Medicine (momui-norae 몸의 노래) are illustrated. In Korean Medicine encounters,
pain becomes verbally visible through two verbalization processes. The primary
process is translating the sense of pain into communicative forms. Here,
metalinguistic

components

such

as

language

ideology

provide

clues

for

understanding why and how certain verbalized forms become salient. Doctors
and patients report toughness in expressing their pain or sickness, in other
words, the inexpressibility of words in describing their pain. It is reported that
“words have a blank space,” which emphasizes the limitation of words in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the sense of pain thoroughly, clearly, and easily.
Ways of sense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echo this language ideolog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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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ine, clear and absolute language is not mandatory in articulating
one’s pain. Rather, it is encouraged for doctors to see the pain as a whole
and something in a state of flux, with an emphasis on doctor’s impressions
and intuitions on the patient. By the language ideology and Korean Medicine
ways

of

sense-experience,

verbose,

descriptive,

synesthetic,

and

symbolic

expressions become possible and furthermore, are encouraged. For instance,
figurative speeches, or expressions with similes and metaphors, are prominently
applied by both doctors and patients. Especially for doctors, citing classical
Korean Medicine texts such as Donguibogam or applying nonverbal acts are
customarily employed.
The secondary verbalization process is the regimentation of verbalized
expressions

in

medical

interactions.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e

reconstruction of expression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of pain through
doctor-patient interactions. Patient-orientedly verbalized at first, the pain gets
rearranged into the doctor-oriented language as the medical communication is
unfolded. In early stages of medical encounters, patients’ expressions and kwan
(觀), which reflect the patient-oriented illness frame, are dominant. Then, as
the medical examination is carried on, patients’ kwan (觀) and their expressions
are gradually regimented into expressions and kwan (觀) of doctor’s, which
echoes the disease frame.
This

ethnography

argues

to

highlight

on

processual

aspects

of

pain

verbaliz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pain verbalization is not an
automatic transformation of signifiant being changed into signifié. That is, this
thesis emphasizes that the process of pain verbalization is a complex, dynamic,
social process where language ideology, “gaze” (Foucault 2006[1963]) of Korean
Medicine, doctor-patient relationships, and situatedness of interactions are
actively interw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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